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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시는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지며, 동시에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특

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도시는 기후변화에 있어 공간적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특히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은 온실가스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고 이러한 영향

력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기후변화영향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왔

다. 신규개발을 통해 해당 도시의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 등과 같은 정책 

목적이 달성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신시가지 개발이 구도심의 쇠퇴를 야

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신시가지로의 인구 유출은 구도심 내 빈곤층

의 집적, 고령화, 물리적인 낙후 등 취약한 구조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기

후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신시가지 개발이라는 정책 수단이 도시

지역 내, 특히 구도심의 특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이러한 변화가 기후취

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는 인구, 

사회, 경제를 비롯하여 주변도시와의 관계 등 매우 다양한 특성들이 복합

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신시가지의 개발이라 할지라도 지역마다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신시가지의 개발이 기후취

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되, 도시 내부와 도시 간에 차별적 영향

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야기하는 구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하

였다. 

연구 대상 지역은 진주와 나주를 선정하였고 도시 간 비교를 위하여 김

천과 원주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기후영향은 폭염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폭염취약성은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의 하위항목에 의해 설명되

며, 각 항목의 대리변수는 실증연구를 통해 설명력이 높은 변수들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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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사례지역의 도시지역과 구도심지역을 구분하였는

데, 도시지역은 행정동으로 구성된 전지역(농촌지역은 읍,면부로 구성됨)

을 의미하며 구도심은 과거 또는 현재 시청이 입지한 행정동으로 정의하

였다. 

신시가지가 개발에 따른 폭염취약성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신

시가지개발에 의한 도시지역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대지 면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대지 면적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하며, 

실제 토지가 피복되는 면적을 의미한다. 진주와 나주는 모두 대지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도시의 열섬현상이 강화되어 도시의 기온 상승을 

야기한다. 또 구도심을 중심으로 저소득층과 노인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인구이동의 결과이다. 즉, 기존 구도심에 

거주하던 중산층은 양호한 주거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며 중산층이 유출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들이 남게 된다. 도심지역은 인구의 유

출로 인해 더 저렴한 주택 시장을 형성하며 이는 지속적인 빈곤계층의 유

입을 유발하게 되어 구도심의 빈곤화가 더욱 강화된다. 또한, 이동을 꺼려

하는 노령 계층은 지역 내 고착화되어 구도심의 노인인구 집중 현상도 동

반된다. 특히 진주에서 노인과 저소득층의 집적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이

미 다수의 신규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결

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도시 특성 변화를 중심으로 신시가지 개발이 폭염취약성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시가지의 개발은 구도심의 폭염취약성을 증가시켜 도시 내 취약

성 격차를 크게 한다.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도시특성 변화를 통해서 확인

하였듯이, 신시가지 개발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저소득층과 노인인구를 집

적시킨다. 구도심의 빈곤화와 고령화는 폭염취약성의 민감도를 상승시키

고, 지역 내 폭염취약성의 격차를 크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소도시의 구도심은 저층고밀의 개발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도심 

내 열섬현상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신시가지로 인해 인구가 유출되어 밀

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는 있으나 높은 토지 피복도와 건축 밀도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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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의 유출로 인한 도심 내 열섬현상이 완화되지

는 않는다. 오히려 진주시는 도시외곽 개발로 인해 도시가 확장되어 열섬 

규모나 강도가 더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나주는 도심 지역의 개

발 밀도가 전반적으로 낮으나 신시가지인 혁신도시는 고밀로 개발되면서 

매우 높은 수준의 노출 강도를 보인다. 이로 인해 신시가지의 폭염취약성

은 지역 내에서 높은 수준에 속하게 된다. 적응능력은 의료 및 공공서비스

와 관련한 변수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였고, 구도심과 신시가지에서 낮

은 적응능력을 보였다. 이는 두 지역의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의료 및 공

공서비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신시가지의 낮은 적응능력

은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반면, 의료 및 공

공서비스는 아직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또한, 구도심의 적

응능력 감소는 인구 유출과 지역 낙후로 인해 민간 의료 시설의 감소 연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하면, 신시가지의 개발은 구도심의 민감도, 노출, 적응능력에 영향

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취약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신시가지 역시 높

은 노출수준과 낮은 적응능력을 보여 폭염취약성이 구도심에 비해 낮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신시가지로 인해 구도심의 취약성이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지역 내 편차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신시가지 개발규모가 모도시 대비 클수록, 도시 내에서 신시

가지의 위상이 클수록 도시의 폭염취약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검

토하기 위해 폭염취약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였고, 이

에 ‘폭염취약성 변화지수’를 정의하고 활용하였다. 폭염취약성 변화지

수는 폭염취약성의 변수 값을 변화율로 산출하여 지수화 한 것이다. 각 도

시의 폭염취약성 변화지수를 확인한 결과, 나주시가 진주, 김천, 원주에 비

해 폭염취약성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나주시는 모도시 대비 신시가

지 개발 규모가 다른 도시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35%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나주시 폭염취약성의 큰 상승과 연관된다. 신시가지의 개발규모가 모

도시에 비해 클수록 모도시 인구가 신시가지로 유출되는 규모도 커지게 

되며, 인구가 유출된 지역의 취약계층의 집적도가 높아져 민감도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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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게 된다.

또한, 도시 내 신시가지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폭염취약성도 높게 나타났

다. 나주시는 구도심 대비 신시가지의 위상이 높아 유출된 인구가 신시가

지로만 집중되어 신시가지를 제외한 모도시 전반의 빈곤 및 노인 인구의 

집적도를 증가시켰다. 결과 나주시의 민감도가 다른 사례도시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폭염취약성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진주는 다양한 신규

개발지가 도시 내 입지하고 있고, 유출된 인구가 여러 신규 개발 지역으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도시의 민감도 변화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 김천과 

원주는 신시가지의 위상이 모도시 내 기존 도심과 유사하거나 낮은 위상

으로 개발되었으나, 진주시에 비해 인구가 분산할 수 있는 경쟁적인 위상

을 갖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원주와 김천의 민감도 변화가 나주

와 진주의 중간 수준으로 변화한 것과 연관된다. 결과적으로 신시가지의 

모도시내 위상은 인구 이동 규모와 지역 내 취약계층의 편중에 영향을 미

치며, 이는 민감도에 영향을 주어 폭염취약성을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됨을 확인하였다. 

이상을 통해 신시가지 개발은 도시 특성을 변화시켜 폭염취약성에 영향

을 주며, 특히 구도심과 그 주변지역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또한 모도시 대비 신시가지 개발규모가 클수록, 도시 내에서 신시

가지의 위상이 클수록 폭염취약성도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

소중립법)｣이 제정되면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시행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개발사업 대상지의 기후취약성과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야 하는데, 이 연구 결과는 개발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대상범위를 사업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

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연구대상의 사례수가 제한적이고, 폭염이라는 한정된 기

후 영향만을 검토하였다. 향후, 보다 다양한 도시정책과 관련 사업이 검토

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폭염, 폭우, 폭설, 가뭄 등과 같은 다양한 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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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영향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축적을 통해서 도시

계획과 정책에 따른 기후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보다 

적절한 적응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도시취약성, 폭염취약성, 신시가지 개발, 구도심 특성 변화, 폭염취약

성 변화, 신시가지 개발규모

학  번 : 2014-3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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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도시는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지며, 동시에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특성

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도시는 기후 변화에 있어 공간적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특히 다수 연구를 통해 인구 증가, 경제성장과 

같은 요인보다 도시계획과 토지이용이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한 원인임이 확인되면서 도시계획에서 기후 변화 영향을 주요하게 고려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Bart, 2010; Hendrickson et 

al.,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시계획에서 기후 변화적 요소는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Fujii et al., 2017; Broto and Bulkeley, 2013; 

OECD, 2014). 

기후변화 연구의 초기에는 지구적 또는 국가 수준의 공간단위를 주로 다

루었으나, 점차 도시 및 지역 수준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는 도시차원의 

접근을 통해 보다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기후 적응 정책을 다룰 수 있기 때

문이다. 더불어 기후 영향에 의해 형성되는 취약성을 넘어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취약성을 형성하는 원인을 함께 고려해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en, 1981; Bryant, 1998; O'Brien et al., 

2004). 예로, 도시가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도시 내에는 취약한 특성을 갖는 집단과 공간이 형성된다. 특정 

소수 인종, 저소득층이 집적한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주

택, 높은 밀도와 낙후된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환경은 기후 

위기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시 가진 취약한 특성을 사

전에 또는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이 

갖고 있는 자체의 취약한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취약한 입지

(상태)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라는 시스템이 가진 취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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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취약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Krellenberg et al., 2016; Bhanjee 

& Zhang, 2021).  이러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취약성과 기후취약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기후취약성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Bryant, 1998; Birkenholtz, 2011). 또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취약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잘못된 적응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유정민･윤순진, 2015).

이를 위해서는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Lankao & Qin, 2011; Baker, 2012; Salami et al., 

2017; Bhanjee & Zhang, 2021). 즉, 취약성을 평가하기 이전에 도시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Birkenholtz, 2011). 더 나아가 

도시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데다 갈수

록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과 사업에 의해 기후취

약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계획 및 관련 사업들이 국토정책의 주요 수단

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국토정책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지역균형발전’인데, 수도권으로의 인구, 재화가 집중되는 반면, 비수도

권 다수의 도시에서는 인구의 유출, 감소가 계속되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은란 외, 2020; 임태경, 2019; 김광중, 2010). 지역균형발전

을 위한 수단으로 지난 정부들은 지역거점 개발방식을 채택하였고, 이로 

인해 기업도시, 세종행정중심도시, 혁신도시 등과 같은 도시 개발 정책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과 산업

단지 등과 같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도 함께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지역 내 신시가지 개발로 도시의 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 등 본

래의 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음을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명연･김은정, 2018; 이유철･김찬호, 2020; 강승수․서유석, 2016; 

최봉문, 2018). 그러나 동시에 신시가지 개발이 구도심의 인구, 물리, 경제

적 특성을 변화시키고, 쇠퇴를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임태경, 2019; 

김영우 외 2020; 강승수․서유석, 2016; 백경훈, 전희정, 2019; 박정일․김지혜, 

2018; 윤영모, 2018). 즉,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도시 전반의 경제성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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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유입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구도심 지역의 기능 쇠퇴, 노후, 인

구 유출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나타났다. 

신시가지 개발이 야기하는 구도심의 인구, 물리, 경제적 변화는 도시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도심은 신

시가지 개발로 인한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데, 주로 양호한 주거지로 이동

이 가능한 계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이동하여, 구도심은 노인,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남겨져 공간적으로 빈곤의 집적화가 발생한다(Wilson, 

1987; Teitz & Chapple, 1998; Gobillon & Selod, 2021; 박인권, 2018). 이러

한 인구구조변화와 저소득층의 유입은 기후취약성의 민감도에 영향을 미

쳐 취약성을 더욱 증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도시 정책과 사업이 기후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신시가지 개발이 모도시의 어떤 특성을 변화

시키는지 알아보며, 이러한 특성 변화가 기후취약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시 정책 사업의 입지 선정에 있어 기

후영향을 고려하는 정책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 정책과 관련 사

업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저감하는 방안을 고려하

는 데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비수도권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각종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

져오기도 하지만 이와 더불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신시가지의 

개발로 인한 도시 내 특정 지역의 도시취약성의 증가는 기후취약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시가지의 개발이 지역의 도시 특성을 어떻게 변화시키

는지, 또, 그러한 변화된 특성이 기후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개발에 따른 도시 내 특성 변화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도시가 가진 특성과 모도시와 신시가지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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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상호작용의 정도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단순히 신시가지 개발이 지역의 취약성에 미치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신시가지 개발이 도시 특성을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을 이

해하고 이러한 과정이 기후취약성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통해 그 연관성,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

과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 질문을 연구가설로 구체화하며 이를 검증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첫 번째 연구 질문은 신시가지 개발이 도시의 어떤 특성을 변화시켜 기

후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역 내 기후취약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관련된 것이다. 신시가지 개발은 지역 내 전반적인 경제수준

을 향상시키지만, 신시가지로 인구, 재화, 기능이 이동 또는 집적하기 때문

에 지역 내부 차원에서는 오히려 편차를 증대시킬 수 있다. 지역 내 편차

가 인구나 재화가 유출된 지역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이론

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후취약성과 연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지역 간 차이의 발생 여부와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흐름

1.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도시지역의 특성 변화가 기후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특히 신시가지 

개발 이후 지역 내 기후취약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중점을 둔다. 또 신

시가지 개발이 도시마다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 질문을 연구 가설로 발전시켰다. 연구가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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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기후취약성과 도시취약성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

았다. 또 기후 위기의 범주를 폭염에 한정하였는데, 폭염은 도시지역이 농

촌 지역에 비해 더 취약한 기후 영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폭염취약성의 

특성과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도시 특성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폭염취약성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시가지

의 개발 목적, 시기 등이 유사한 개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 이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배후 신도

시 및 신시가지를 건설하는 혁신도시를 선정하였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10

개 지역 중, 광역시와 충북, 제주를 제외한 진주, 나주, 원주, 김천을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광역시와 제주혁신도시는 도심 재생적 성격을 

가지거나 도시 내부에 작은 규모로 개발되어 모도시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충북혁신도시는 도시지역이 없어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신시가지 개발 전후의 도시 특성과 폭염취약성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기 위해서 개발 규모가 유사한 진주와 나주를 중심으로 비교분

석하였으며, 도시 간 비교를 위해서 원주와 김천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

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신시가지 개발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시점으로 

정해야 한다. 이에 개발 이후 시점은 통계자료 취득이 가능한 가장 최근 

시점인 2019년도로 설정하였다. 개발 이전 시점은 다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주민의 이주가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자 하였다. 대상지역

의 입주민 이주시기를 살펴본 결과, 2013년 말, 2014년 초에 입주가 시작

되었고, 이에 2013년을 개발 시기 이전 시점으로 정하였다([표 1-3]참조). 

분석에 적용된 공간단위는 읍면동 단위이며, 자료는 지역통계연보, 사업

체 통계연보, 각 시청 웹페이지를 활용하여 확보하였다. 공개되지 않은 자

료는 정보공개 웹사이트(https://www.open.go.kr/com)를 통해 신청, 수집하

였다. 또 폭염에 따른 지표온도와 녹지율은 Landsat 8+의 위성영상을 가공

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였다. 지역의 지표온도 자료와 녹지율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읍면동 수치지도 자료를 활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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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내용

김천
2013. 04 :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입주

2013. 11 : 공동주택 입주

진주
2013. 01 : 공공기관(중앙관세분석소) 입주

2013. 12 : 인구유입 시작

전남․광주
2013. 03 : 공공기관 (우정사업정보센터) 입주

2014. 02 : 공동주택 입주

강원 원주
2013. 10 : 공공기관(산림항공본부) 입주

2014. 02 : 인구유입 시작

*출처: 국토교통부(2015)

      전자일보(2013.04.29.).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김천혁신도시에 첫입주

      대한민국 정책뉴스(2013.11.21.). LX대한지적공사, 전북 혁신도시 첫입주

      동아일보(2013.10.23.). 산림항공본부 원주 혁신도시 첫입주

      경남일보(2020.10.14.). [창간기획] 혁신도시가 서부경남의 미래

      경남일보(2013.12.06.), 진주혁신도시 24일 아파트 첫 입주

[표 1-1] 각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및 입주민 이주 시기

제3장에서는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도시 특성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서 진주시와 나주시의 기본 현황과 개발 이후의 특성을 살펴본

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신시가지 개발이 구도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각 대상지역의 구도심과 구도심 권역 등을 정

의하였다. 더불어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인구 이동 및 주요 특성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인구 이동에 따른 도시지역의 인구 특성 변화

를 살펴보기 위해서 엔트로피, 지니집중비율, 로렌츠 곡선 등을 활용하였

다. 

연구가설의 주요 검증은 제4장과 제5장에서 각각 다룬다. 제4장에서는 

신시가지 개발 전후의 폭염취약성 지수를 각각 산출하여 변화의 요인과 

변화 특성을 고찰한다. 여기서 폭염취약성을 구성하는 노출, 민감도, 적응

능력의 대리변수를 선정함에 있어 관련 연구에 대한 연구자들의 합의 수

준이 높고 실증연구를 통해 설명력이 높은 변수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

다. 노출 부문은 위성영상을 가공하여 지표온도를 산출하여 활용하였고, 

민감도 및 적응능력의 변수는 각 지역통계연보와 사업체조사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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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확보하였다. 각 변수들의 가중치 산출을 위해 사례 수 및 객관성,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엔트로피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

된 해당 연도의 취약성 지수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들과 메커니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제5장은 신시가지 개발 전후 도시 간 폭염취약성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에 대해 살피면서, 취약성 변화가 차등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주요 요인

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도시 간 비교를 위해 대상지역을 진주, 나주, 김천, 

원주로 확대한다. 4장에서 산출한 폭염취약성 지수는 산출 시점의 지역 내 

상대적 취약성 정도를 보여준다. 즉, 취약성지수는 상대적인 비교를 위한 

복합지표이기 때문에 폭염취약성 지수만으로는 두 시점의 취약성의 증가, 

감소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시 간 비교도 어렵다. 

이에 취약성 지수에 활용된 대리 변수를 2013년 대비 2019년도의 변화율

로 산정하여 취약성을 산출하였다. 2013년을 기준으로 2019년도의 증감비

율을 대리변수로 활용함으로써, 취약성의 절대적 수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별 영향의 차이와 그러한 차이를 야기하는 요인들

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도시 간 취약성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일

원배치 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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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구성    

이 연구는 크게 6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연구가설을 도출하였으며, 3장에서는 대상지역의 현황과 신시

가지 개발 전후의 주요 특성 변화를 고찰한다. 4장과 5장은 연구 가설을 

검증한 분석 결과로 구성된다. 4장과 5장은 분석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 

장별로 분석방법과 결과를 각각 나누어 배치하였다. 4장에서는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폭염취약성 지수를 도출하고 취약성 지수의 변화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5장에서는 신시가지 개발이 지역마다 차등적으로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며 그러한 차등적 영향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장별 내용을 살펴보자면, 2장에서는 기후취약성과 도시

취약성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며, 도시취약성의 개념이 논의된 배경에 대해

서 알아본다. 이를 통해 도시특성과 기후취약성의 통합적 고려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도시 특성 변화와 관련한 이론

을 살펴보고 국내 관련 연구들을 통해 국내에서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후취약성 중 폭염을 선택하였는데 폭염취약성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특성들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신시가지에 의한 도시 특성 변화, 

특히 구도심 특성 변화가 폭염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연구를 통해 

유추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대상지역인 진주와 나주의 기본 현황을 살펴보고, 도시기

본계획 및 선행연구를 통해 구도심과 구도심 권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신시가지 개발 전후의 도시 특성 변화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4장에서는 2013년과 2019년도의 폭염취약성 지수를 분석하였고, 두 시점 

간 비교를 통해서 지역 내 폭염취약성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

보았다. 폭염취약성의 하위 항목인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신시가지 개발이 폭염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고찰하였다.

5장은 신시가지 개발이 폭염취약성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폭염취약성 변화지수’를 정의,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서 신시가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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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시 별로 폭염취약성에 차등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 무엇

인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림 1-1]은 연구의 주요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 



10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기후취약성과 도시취약성

1. 기후취약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제4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2007)에 따르면, 취약성은 

“기후 다양성과 극한 기후를 포함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시

스템의 민감도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정도로서, 한 시스템이 노출되어 있는 

기후 변화 및 변동의 특성, 크기, 속도와 시스템의 민감도 그리고 적응능

력의 함수”로 정의된다.  정리하면, 취약성은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의 

함수로 정의된다고 할 수 있다.

민감도는 시스템이 기후와 관련된 자극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영향

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IPCC, 2001). 농작물의 생산량에 변화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영향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홍수 범람 등의 간접적 영향 등이 

포함된다. Gallopin(2003)은 민감성을 내외부적 교란에 의해 시스템이 변화

하거나 영향을 받는 정도로 보았고, 변동에 의해 노출되어 반응하는 능력

과는 별개로 외부 자극 이전부터 사회-생태계에 내재하는 속성으로 정의

하고 있다. 정리하면 민감도는 대체로 시스템이 갖는 외부의 자극에 영향

을 받는 내부적 속성과 관련한 것으로 여겨진다. 

적응능력은 반응력(coping capacity)(Turner et al., 2003), 대응력(capacity 

of response)(Gallopin, 2003), 적응 능력(adaptive capacity)(Adger, 2006) 등 

의 다양한 표현 방식처럼 개념도 서로 다르다(Gallopin, 2006). 적응능력은 

반응 및 대응력(coping and response capacity)과 구분되어 과정을 주요하

게 다루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Smit and Wandel(2006)은 대응력(coping 

capacity)이 단기간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단지 살아남는 것을 의미하는 반

면, 적응 능력(adaptive capacity)은 장기간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지속가능

한 조정(adjustment)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적응능력은 반응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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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스템을 재구조화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더 나아가 환경의 변화(자

극)가 없더라도, 시스템 자체의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적응능력으

로 포함되어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했다(Gallopin, 2006). Polsky and 

Eakin(2011)는 적응성(adaptations)이 아닌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으로 

개념화된 이유로 능력, 능력 함양(building)과 같은 과정에 주목하기 때문이

라고 보았다. 이처럼 적응능력은 기후 노출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조절, 

능력 향상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취약성 개념과 함께 취약성을 구성하는 요소의 개념 역시 변화, 발전되

고 있다. 이는 취약성을 바라보는 관점(framing)에 기인하는데, 결과적으로 

기후 적응에 있어 상이한 정책 함의와 대응 방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러한 관점의 정립은 중요하다(Füssel, 2007b; 유정민‧윤순진, 2015). 

Füssel(2007b)은 취약성을 최종적 관점(end-point)과 시작점(starting point)

로 구분하였다. 최종적 관점에서의 취약성은 기후변화 영향에서 적응 노력

이 실행된 후의 잔류영향(residual impacts)으로 정의된다. 전통적인 재해 

분야에서의 취약성 관점은 위험의 영향에 대한 시스템의 취약성을 평가하

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Rajesh et al., 2014). 시작점에서의 취약성은 인간

차원(Human dimension)의 취약성을 강조한다. Adger & Kelly(1999)는 환경 

사회, 문화, 제도 및 경제적 구조의 결과물로서 취약성을 개념화하였다. 기

후재난-위험 관점에서 다루었던 취약성과 구분하여 이를 ‘사회적 취약

성’이라고 부른다(유정민․윤순진, 2015).

또 다른 구분으로는 Birkenholtz(2011)의 포괄적인(Extensive) 접근방식과 

집약적인 접근방식(Intensive)이다. 그에 따르면 포괄적인 접근방식의 초창

기에는 영향(impact)에 초점을 두며 ‘기후변화로 인한 교란(perturbation)

이 사회생태시스템 및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같은 ‘결과 취

약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Füssel(2007b)의 취약성의 최종점 관점과 유

사하다. 그러나, 포괄적인 접근방식은 이후 사회적 변화(social change)의 

요인과 결합하면서 위험의 원인이 되는 생물학적 변화에 중점을 두기 시

작했다. Kates et al.(2001)은 ‘지속가능성 과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안녕

(wellbeing), 즉 삶의 질에 주안점을 두면서, 다양한 스케일에서 상대적이고 



12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취약성의 특성을 통합하는 취약성 지표를 개발하고

자 하였다(Birkenholtz, 2011). 반면, 집약적인 접근방식에서는 취약성을 형

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며 취약성의 정의는 Sen(1990, 

1999)의 논의를 발전시켜 Blaikie(1994)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Birkenholtz, 2011에서 재인용). 

“ 여기서 취약성은 자연재해의 영향을 예상하고 대처하고 저항하고 회복하는 

능력과 관련한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이다. 이는 자연이나 사회에서의 사건(재

해)으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과 생계가 위험에 처한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

의 결합을 포함한다. 이 접근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 가족, 집

단, 계층 또는 커뮤니티의 ‘능력’을 포함하며 이러한 자원은 일반적으로 

생산성, 젠더, 인종, 지위, 연령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기반한다

(Blaikie et al., 1994; Birkenholtz 2011에서 재인용).”

이처럼 취약성 논의에서 개인과 집단, 시스템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강

조되면서 이들의 능력 함양의 중요성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몇몇 연구들에서는 시스템이 가진 특성 중 기후 변화와의 상호작

용을 통해 더욱 심각한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사회구조의 본질적인 문제

를 다루기 시작했다(Krellenberg et al., 2016). O'Brien et al.(2004)의 이중

노출(Double Exposure), Bryant(1998)의 주변성(Marginality), Sen(1981)의 1

차적 요인(독재라는 사회적 유산, 구조) 등이 이러한 논의에 해당된다. 

O'Brien et al.(2004)은 인도의 기후취약성이 노출과 사회적 변화에 의해 규

정되지만 차등적 사회적 변화를 야기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인도의 ‘자유

무역’때문으로 지적하였다. 그는 이를‘내재적 취약성(Inherant 

Vulnerability)으로 정의한다.  

Bryant(1998)는 주변성(Marginal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을 구분하고자 

했다. 즉, 주변성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이며, 토양침식이나 염분화와 같이 

누적적이고 불평등한 것으로, 주로 가난한 집단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취약성은 홍수와 같이 일시적인 사건에 의해 발현되는데, 주변부(가장 빈

곤한 계층)는 이런 일시적인 사건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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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에 있다. 즉, 내재되어 있는 취약성과 기후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취약한 입지(상태)를 구분하려는 것으로 이 둘의 상호작용이 취약성을 더

욱 증대시키는 것으로 본다(Birkenholtz, 2011).

Sen(1981)은 아프리카의 기근 원인에 대해 가뭄이라는 물리적 원인은 2

차적 요인으로, 실제로는 독재라는 사회적 유산의 산물이 1차적인 요인일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즉, 사회-정치적 역학관계에 대한 관심을 통해 기

후 자극이 초래한 사회적 결과가 사회-제도적 맥락 속에 내재한 역사적인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 보였다(Polsky and Eakin, 

2011). 

취약성과 시스템이 갖는 내재적(고유한) 취약성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내재된 취약성이 기후변화와 결합하여 그 영향을 강화할 수도 있

고 더욱 약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취약성을 유발하는 근본적

인 사회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는 기후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취

약성은 계속 야기되고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적응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

거나 잘못된 적응으로 연결될 수 있다(유정민‧윤순진, 2015). 이러한 주장

의 연장에서 Pelling(2011)은 기후변화 적응의 방향과 의제가 사회-환경체

제의 지속가능성이나 형평성 같은 본질적인 원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적응, 전환적 적응(transformational adaptation)의 개념을 제안

하였다(Eriksen and O’brien, 2007; Pelling, 2010; 유정민․윤순진, 2015에서 

재인용). 

취약성 분석에서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스케일의 문제이다. 초기의 영

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가 국가단위에서 다루어져 왔고, 이러한 결정인자들

이나 요인들이 실질적인 대안 마련으로 연결되기에는 너무 일반적인 안내 

수준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었다(Smit & Wandel, 2006). 이에 커

뮤니티, 지역에 기초한 취약성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되어 왔고, 외생적 요

인과 내생적 요인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 보다 다양한 스케일의 분석단위

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최근 국가단위에서의 취약성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나 지역 단위에서

의 취약성, 노출은 특정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음이 실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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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거론되었고 이에 따라 다각적 스케일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Cutter and Finch, 2008; Cutter & Derakshan, 2020). 지역

단위의 접근은 기존 취약성 연구가 가진 모호한 정책적 함의를 벗어나 보

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

이 더욱 강조되어왔다. 

이러한 스케일의 문제로 인해 취약성 분석에서는 장소기반(place-based) 

접근이 제안되었다. 즉 기존의 광역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국

가 또는 전 지구적 단위의 논의는 실질적으로 대응대책에 적용되기 어렵

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장소기반(place-based)

접근이 제안된 것이다(Adger & Kelly, 1999; 최예슬 외, 2018). 

Cutter(1996)는 지역적 관점에서 장소와 취약성 개념을 통합하고자 시도

하였다. 즉 생물 물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이 결과적으로 공간의 취

약성(Place Vulnerability)으로 나타난다는 입장이다. 이를 보다 상세히 살

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위험(risk)은 이를 완화(Mitigation)하거나 적응하

기 위한 정책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잠재적인 위험(Hazard Potential)을 형

성한다. 위험은 지리적 맥락과 사회적 구조에 의해 완화되거나 강화된다. 

사회적 구조는 위험에 대한 커뮤니티의 경험, 위험에의 대응, 대처, 복구 

및 적응하는 커뮤니티의 능력이 포함되며, 경제, 인구 및 주택 특성에 영

향을 받으며 사회적 취약성을 구성한다(Cutter et el.,2000;  Joakim, 2008에

서 재인용). 이는 특정지역에서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하더라도 완

화하고 관리하려는 개인과 집단의 의지와 능력은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내

며 이러한 차원에서 취약성은 대처능력(coping ability)과 레질리언스의 상

호작용으로 정의된다(Cutter, 1996;  Joakim, 2008에서 재인용). 장소의 위

치, 근접성, 고도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지리적 맥락과 위험 잠재력의 

상호작용은 ‘생물물리학 취약성’을 형성하며 사회적 구조와 위험 잠재

력은 ‘사회적 취약성’을 형성한다. 이 모델에서는 지리적 맥락과 사회적 

구조가 서로 연결되어 서로 간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취약성과 생물물리학적 취약성은 “장소 취약성”을 만들어낸다(Cutter et 

al., 2003). 이를 위험경관(hazardscape) 또는 위기경관(riskscape)이라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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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utter et al., 2000; Cutter et al., 2003;  Joakim, 2008에서 재인용).

출처: Cutter, 1996; Cutter et al., 2003에서 재인용)

[그림 2-1] 취약성에 대한 장수 위험 모델

지금까지의 취약성 개념과 틀에서는 대체로 취약한 개인, 집단 등의 사

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여 왔고, 더 나아가 시스템 자체가 가

지고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취약성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근본

적인 취약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기후 적응 대안이 보다 지속가능한 방

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의 국가단위의 취약성 평가에서 

지역 단위의 장소기반 접근의 제안되었는데,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이행 가능한 적응대안의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도시취약성

1) 도시취약성의 필요성

앞서 언급했듯이 취약성 평가가 보다 현실적인 대응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장소기반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장소는 도시라는 공간

적 개념으로 이어져 도시에서의 취약성 평가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과 기후취약성을 구분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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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시스템이 갖는 취약성은 ‘도시취약

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Lankao & Qin, 2011). 이러한 접근은 기후변

화 취약성이 도시가 직면한 기존의 사회, 경제, 환경적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Bulkeley & Tuts,  2013). 

도시취약성(Urban vulnerability)은 최근 도시 자체가 갖는 특성과 결부되

어 취약성의 새로운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Krellenberg et al., 2016; 

Bhanjee & Zhang, 2021). 특히 도시화의 진행은 도시 인구의 취약성 증가

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

화와 저소득층 취약성의 연관성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가져왔다(Lankao & 

Qin, 2011; Baker, 2012; Salami et al., 2017; Bhanjee & Zhang, 2021). 

기후취약성에서의 개인과 집단의 적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물리

적 특성은‘빈곤수준, 자산에 대한 권리 및 혁신 의지와 같은 근본적인 구

조’에 의존하는데, 이는 적응의 결핍과도 연관된다. 즉 기본적인 인프라 

공급과 서비스의 제공이 정치적 또는 거버넌스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데, 

도시취약성은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왔다. 예를 들면, 

Lankao(2010)은 “멕시코시티의 기반시설 제공에 관한 결정이 부유한 지

역에 혜택을 주고 물에 대한 불평등한 공간적 접근 패턴을 야기하는 형식

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보았다. 즉 도시취약성은 기후취약성이 제기하는 

잠재적 위험과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또한‘도시’의 취약성

이나 이미 기존에 규명된 ‘도시취약성’을 고려하는 것은 복잡한 도시공

간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며, 또 동질하지 않은 기

후 노출, 적응 능력과 같은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Krellenberg 

et al., 2016).

2) 도시취약성의 다양한 접근방법

여기서는 도시취약성 개념들을 Lankao & Qin(2011)의 논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서는 도시취약성 연구 중 도시취약성, 내재된 도시취약성

의 개념과 그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영향으로서의 도시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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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urban vulnerability as impact)에 대해 알아보면, 자연재해 연구에서는 

도시취약성을 기후위기에 대한 ‘노출’과 도시 인프라, 인구 등에서의 

‘민감도’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로 잠재적 영향이라고 본다(Adger & 

Kelly, 1999; Lankao & Qin, 2011). 여기서는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 첫째

는 온도, 대기오염과 같은 변화의 조합이 사망률 등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

계에 대한 연구이며, 두 번째는 하향식(Top-down)영향평가로 불리는 전지

구적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규모가 축소된 도시지역에서의 영향평가이

다. 즉 전지구적 기온 상승에 따라 해수면 상승이나 폭염, 폭풍, 폭우 등에 

대한 시나리오적 접근이다(Lankao & Qin, 2011). Lankao와 Qin은 이러한 

연구들이 도시의 취약성의 주요한 특성 중 일부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간

주한다. 왜 도심의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른 영향을 받고 있는

지,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대안

을 수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내재된 도시취약성(Inherent urban vulnerability)에 대한 개념

이다. 기후취약성의 보다 근본적인 구조를 고려하고자 했던 ‘내재적 취약

성’은 도시취약성 논의에서의‘내재된 도시취약성’과 연결된다. 즉, 정

치생태학적 접근에서 도시취약성을 보다 내재된(Inherent) 또는 맥락적

(contextual) 취약성으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내재된 도시취약성은 왜, 어떻

게 도시의 특정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한지에 중점을 둔다(Lankao 

& Qin, 2011). 예를 들어 내재적 도시취약성은 도시 개발 과정이나 구조 

조정 정책과 같은 사회경제적, 제도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도시인구의 

기후변화 스트레스 변화나 사회-환경적 위험에 적응능력이 감소와 같은 

것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접근은 기후 위험의 영향, 노출에 관한 것을 단

순히 진단하기보다는 불평등한 자원의 분배나 접근성에 대한 연구를 포함

하며 사회경제적, 제도적 측면의 취약성 변화도 함께 다룬다.(Lankao & 

Qin, 2011). 

Lankao & Qin(2011)의 연구를 통해 도시취약성을 보는 서로 다른 관점

을 살펴보았다. 도시취약성을 다루는 이유는 기후취약성(민감도, 적응능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도시취약성에 반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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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Pelling(2010)은 인프라시설이나 생계와 관련한 계획과 같

이 “근접 원인(proximate causes)”에 중점을 두는 적응보다 “보다 광범

위하고 원인을 쉽게 알 수 없는 취약성의 원인”에 중점을 두는 전환이 필

요하다고 보았다. Bulkeley & Tuts (2013)는 이를 점진적(incremental) 접근

과 “급진적(radical)”접근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점진적 접

근은 기존의 지방 정부의 계획, 관리, 거버넌스의 변화가 필요 없는 기후

변화 적응인 반면, 급진적인 접근은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시스템(도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종합하면, 도시계획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주요한 아젠다로 고려해야 하

고, 도시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바뀌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예로 도

시 열섬을 고려한 폭염에 대한 적응계획을 고려한다면 도시 열섬을 완화

할 수 있는 도시 형태(공간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시개발경로를 변

경해야 한다. 그러나 논의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도시개발과 계획, 정책의 

영향이 기후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도시 형태가 기후 적

응능력이 높이는지에 대한 합의된 결과가 없다. Pelling(2010)이 언급한 

“근본적인 원인(wider and less easily visible root causes)”의 규명 자체

가 쉽지 않고 규명된다 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즉 도시형태, 

구조에 대한 공통의 합의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3) 도시취약성과 기후취약성의 통합

도시취약성과 기후취약성을 통합하는 방식은 도시취약성의 개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는 결과로서의 도시취약성 관점에서 기후취약성을 접목방식이다. 

Krellenberg et al.(2016)는 도시는 매우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세분화 개념(concept of 

fragmentation)은 압축도시나 도시의 형태학적 개념 또는 접근과는 근본적

으로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도시 전체적인 접근보다는 도시의 특정지역의 

특성을 통해 취약성을 파악함으로써 기후 위기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세부 공간 단위에서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Garschag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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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kao, 2013). Krellenberg et al.(2016)는 도시취약성을 [표 2-1]와 같이 6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보고 있다. 도시 형태, 경제, 사회, 사회-문화, 정

치, 환경부분으로 구분된다. 

세분화 내용

Morphological

․Urban Fabric, building morphology

․도시의 물리적 측면을 설명하는 부분

․물리적 접근성, 지역간 연계성, 물리적 장벽 및 토지의 단일 이용 등

Economic
․경제적 재화의 분배적 측면

․경제중심지, 고용 중심지, 산업의 확산 및 재배치, 특화기능의 분포 등

Social
․사회적 권력이 물리적 취약성과 직결됨.

․나이, 가구구조, 경제적 수단, 교육 정도, 고용의 기회 등

Socio-cultural
․물리적 상징적 측면 포함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계층 분리 등

Political-admi

nistrative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

․사회조직, 각종 위원회, 도시 거버넌스와 관련한 변수, 자치단체의 독립성

Environmental 
․생태적 서비스와 관련

․녹지공간, 공공공지 등 또는 이러한 장소들로의 접근성

출처:  Krellenberg et al.(2016)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2-1] Krellenberg et al.(2016)의 도시 세분화

 Krellenberg et al.(2016)의 6가지로 세분화된 부문을 사회-환경적 요소

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기후변화 취약성과 결합 모델은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취약성은 크게 도시측면과 주거측면으로 구분된다. 도시

측면은 도시 및 지역 규모의 공간적 접근을 의미하며 주로 녹지, 토지이

용, 주거 상태, 경제적 수준, 과거 기후 재해 정도 등과 특성을 반영한다. 

주거 측면은 구성은 기존 기후취약성과 유사하며, 변수의 규모가 가구, 개

인 단위로 축소되어 실업, 가족구조, 주거유형 및 노후도, 교육 수준 등이 

포함된다. 도시측면에서의 ① 사회경제적 부문과 ② 도시형태-환경부분을 

결합한 ‘사회-환경 부문’을 구성한다. 주거측면에서의 노출, 민감도, 적

응능력으로 구성되는 ‘취약성’으로 구성되며 이들 전체를 통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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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시취약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출처: Krellenberg et al.(2016)

[그림 2-2] 기후취약성과 도시취약성의 결합 방식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존의 기후취약성 평가에서 도시 부문을 추가적으

로 고려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rellenberg & Welz(2017)은 이러한 결

합방식을 적용하여, 기후취약성과 도시취약성(장소기반지표)을 연계하였

다. 예를 들면, 노출이 높은 지역(도시)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 내 실내 온

도를 더 높여 취약하게 하는 주거특성(개인/가구)과 미세기후에 영향을 미

치는 지역의 특성들을 노출 부문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여기서는 취약성을 

구성하는 지표의 변수들을 도시(장소)와 개인이 갖는 특성들로 세분화함으

로써, 더 많은 정보들을 포함하여 취약성 평가를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기존 취약성 평가에서 고려되었던 변수들을 서로 다른 단위(도시, 가

구, 개인 등)로 세분화하여 평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의 기후취약성 분

석과 크게 차별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 접근방식은 ‘내재적 도시취약성’에 관한 연구이며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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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금까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 분야는 불평등한 자원의 분

배나 접근성 그리고, 사회경제적, 제도적 측면의 취약성 변화 등을 주요한 

주제로 다룬다(Lankao & Qin, 2011). 더 나아가 도시의 빈곤한 공간, 주변

화를 만들어내는 도시 형태와 구조를 함께 고려하여 기후변화 적응과 대

응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Klinenberg, 1999). 

Garschagen & Lankao(2015)는 도시의 동적인 변화 즉, 도시화에 따른 

취약성 변화를 다루었다. 도시화 자체가 항상 취약성 증가의 동인은 아니

지만 도시화의 과정이 사람들의 취약성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데 기여

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Cardona et al. 2012). Garschagen와 

Lankao는 국가수준에서의 도시화를 다루고 있으나 도시화에 따른 서로 다

른 영향에 대한 해석을 포함한다. 즉 신규 성장 도시에서의 중산층 거주지

역이나 주변지역보다 경제력이 높은 지역은 취약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다고 보았다. 도시가 발전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교육 서비스 등에 대

한 접근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도시화에 따른 기후취

약성에 대한 영향이 주로 ‘노출’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폭염을 

예로 들면, 도시화로 인한 밀도, 규모의 증가로 인해 노출 크기가 중가하

거나 도시 열섬이 강화된다는 것 등이다. 반면에 민감도 및 적응능력의 변

화가 취약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종종 무시된다는데 주목하여, 도시화

에 따른 전반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Garschagen 

&Lankao, 2015). 

내재적 도시취약성에 관한 또 다른 연구는 Klinenberg(1999)의 시카고 폭

염에서의 사망률에 관한 것이다. 그는 폭염사망률에 연관된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도시 구조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도시빈곤지역 즉 주변화된 공간이

라 보았다. 시카고 폭염 발생시, 사망자 발생이 집중된 지역의 상가 공실

률이 발전된 지역 대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업이 발전한 지

역 대비 약 4배 가까이 높은 사망률 수치를 보였다. 이와 같은 상업기능의 

쇠퇴는 직업, 재화, 자원의 부족뿐 아니라, 모이고 교류하는 사회적인 관계

를 쌓는 기회마저 박탈한다. 때문에 상업기능, 즉 상가의 높은 공실률은 

지역적 빈곤을 넘어 그 지역에 내포된 다양한 지표들의 하락과 상실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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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이처럼 내재적 도시취약성 개념은 기후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근

본 원인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거나, 도시화라는 변화가 취약성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대해 해석하는데 활용된다. 이러한 접근은 기후 적응에 있

어 경우에 따라 시스템(도시)의 다른 분야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하는

‘급진적(radical)’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Bulkeley & Tuts, 

2013). 

도시취약성 분야는 주로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한 도시인구의 취약성 증

가에 관심을 두고 발전해 왔다. 기후취약성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적응능

력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도시취약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

시취약성을 통해 기후취약성의 잠재적 위험과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

였다. 도시취약성은 관점에 따라‘결과로서의 도시취약성’과 ‘내재적 

도시취약성’으로 분류된다. 그 중에서 내재적 도시취약성 관점은 기후취

약성에 미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데 관심을 두며 도시의 변

화에 따른 기후취약성의 영향과 원인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도시취

약성을 고려한 기후 적응정책이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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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시가지 개발과 도시 특성 변화

앞서의 논의를 통해서 기후변화의 취약성 연구는 취약계층의 사회경제

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사회구조, 정

책 등과 같은 내재적 특성을 고려하여 취약성을 연구하려는 흐름도 확인

하였다. Lankao & Qin(2011)이 언급했듯, 도시의 내재적 취약성은 도시개

발과정이나 구조 조정 정책과 같은 사회경제적, 제도적 요인에 의해 야기

되는 도시인구의 기후변화 스트레스 증가 및 적응능력 감소와 같은 동적

인 과정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취약성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도시취약성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야기되는 도시취

약성을 살펴본다. 특히 주거 이동에 의한 도심(inner-city) 빈곤의 집중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면서1) , 국내의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구도심의 특성변

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이 기후취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인구이동과 도심 빈곤 집중화

도시는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아오면서 사회, 경제, 문화

적인 변화를 담아왔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도시 공간 내부의 특성 역시 

계속 변화하여 왔다. 특히 도시의 외연적 성장과 확대로 구도심은 인구유

출, 경제력 약화, 물리적 열악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빈곤함의 공간 확대로 

상징된다. 이를 도심 빈곤(Inner-city Poverty)으로 부른다. 도심의 빈곤은 

연구 분야에 따라 다양한 틀(frame)로 해석된다. 경제학자에게는 노동시

1) 여기서의 도심은 제조업이 중심인 시기에 형성되었던 도심지를 의미하며, 지금은 산업의 변

화로 인해 공장 등이 이전하고 상업, 업무 등의 기능으로 대체된 곳이다. 국내에서는 구도심

과 구시가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일제 강점기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도시 전반 지역을 구

시가지로 보며, 그 중에서도 시장, 시청과 같은 행정, 상업의 중심지 기능을 한 지역을 구도

심이라 할 수 있다(김광중, 2010). 여기에서 inner city와 구도심은 이전에 중심지 역할을 

하였으나 지금은 쇠퇴의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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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인적자본, 생산성으로 규정되며, 정치과학자들은 집단의 권력과 같은 

부분이 관심의 대상이 되며, 도시계획가에게는 도시구조, 고립, 교통접근

의 영향으로 비춰진다. 즉 도심 빈곤은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들을 수반하

기에 다각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한 이슈이다(Teitz & Chapple, 1998).

Teitz & Chapple(1998)은 도심 빈곤의 주된 원인을 산업의 발달이라고 

본다. 제조업 중심의 도시가 산업이 변하면서 쇠퇴하고 새로운 산업은 확

장을 위해 외부로 이전하게 된다. 그러나 빈곤층은 이전한 회사를 따라 주

거지를 이전할 여력이 없어 도심에 남게 되며, 이들은 대체로 기술력이 낮

은 저소득계층들이다. 그러나 이를 도심 빈곤을 야기하는 시작일 뿐 지속

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지는 않았다. 

도심의 빈곤 지속성 및 집적화에 대해 Wilson(1987)은 도심의 빈곤 집중

화(Concentration of poverty)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심에 

거주하던 중산층이 양호한 주거지를 찾아 이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경제

적 기반도 함께 이탈함으로써 도심의 경제적 공동화 현상도 함께 나타난

다. 도심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취업의 기회가 줄고 물리적 환경도 악화되

어 그만큼 더 빈곤하게 되는 악순환을 경험한다는 것이다(주희선, 2015). 

계층 선택적인 유입(class-selective in-migration), 즉, 가난한 계층이 지불 

가능한 주택이 있는 지역(빈곤지역)으로 이주해 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간의 빈곤을 더 강화해 나간다고 볼 수도 있다(Tienda,1991; Massey et 

al, 1994 ;주희선, 2015). 결과적으로 선택적 이동(중산층의 외부 유출, 저소

득층의 내부 유입)은 빈곤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시킨다. 이들은 대체로 흑

인, 여성가구, 미혼모, 낮은 교육수준 등의 특성을 보인다(Wilson, 1987). 

이러한 선택적 인구 유출로 인해 이웃효과도 발생한다. 중산층의 이탈로 

인해 남겨진 저소득층은 중산층이 갖는 역할 즉, 자원(정보 등), 직업 네트

워크에서 고립되면서 더욱 많은 기회를 박탈당한다(Wilson, 1987). 이러한 

측면은 Coleman(1990)에 의해 발전된 개념인 사회적 자본과 연결된다. 사

회적 자본은 본질적으로 상호의존과 기대를 형성하는 사회적 교류에 참여

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로 정의된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의무와 기대, 정보 잠재력, 규범과 제재, 권위의 관계와 같은 다양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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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중산층이 사라지고 남아 있는 계층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만한 롤모델이 사라지고, 다양한 집단의 부족으로 상호 긍

정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빈곤의 경향

은 70년대에 비해 80년대에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 생산되어 빈곤의 집중

이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Wilson, 1987; Jargowsky & Bane, 1991). 

2.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도시특성변화 

1) 신시가지에 의한 도시 특성 변화

국내 인구 이동의 주요 요인은 주택공급, 통근, 주거환경, 학군 등으로 

설명된다. 주로 근거리 이동을 추구하지만 신규 주택 공급이 도심외곽지역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심외곽지역으로 이동하는 특성도 함께 

나타난다(양재섭･김상일, 2007; 김갑성, 2006; 최창의, 2005; 이외희, 2000). 

이외회 외(2002)는 인구이동의 주요 원인이 주거순환과정에 따른 것으로 

보았으며, 신규주택공급에 따른 인구 이동 경향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

다. 

서구와의 인구이동의 주요 원인에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인구 유

출지역의 특성은 도심의 기능 및 물리적 노후도가 높은 지역임은 분명하

다. 특히 중산층 이상 계층의 선택적 유출로 인한 도심빈곤화 양상은 더욱 

강화된다. 도심 빈곤화지역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빈곤화된 지역,  

즉, 도심쇠퇴지역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쇠퇴는 전

반적으로 도시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김광중(2010)은 쇠퇴

를 도시 전체 또는 부분이 어떤 원인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악화

되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OECD는 높은 수준의 실업과 빈곤, 주택 악화, 도

시기반시설의 노후화 등 사회 경제 환경적 문제가 공간적 집중되는 현상

으로 정의하고 있다(엄현태･우명제, 2014).

도심 쇠퇴의 주요 원인은 공공정책(신시가지개발)이 가장 직접적이고 강

력한 것이라고 본다(임유경․임현성, 2012; 김광중, 2010; 김혜천, 2003). 여

기서 신시가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지역이 아닌 계획적으로 단기간



26

에 조성이 된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강기철 외, 2014; 김경아･허재완, 

2017). 이에 비해 구도심은 최초의 도심지 역할을 하였던 지역으로서 도시

중심부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던 장소이지만 도시 외곽지역의 발전으로 인

하여 도시 중심부의 인구 감소, 기능 상실, 물리적 쇠퇴로 인하여 더 이상 

원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지역을 의미한다(김종구, 2009; 김민석 

외, 2012; 조진희 외, 2010; 오세은 외, 2016; 조광호 외, 2016; 김경아･허재

완, 2017). 

다만, 국내에서 목격되는 도시의 쇠퇴는 도심(구도심)에 한정되지 않고 

구시가지라 불리는 기성시가지 전반의 쇠퇴를 동반한다(김광중, 2010). 여

기서 구시가지는 외곽 신시가지와 대비되며 앞서 논의한 구도심과 신시가

지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된 기성시가지를 의미하여 구도심과 마찬가지

로 협소한가로, 영세필지, 공공공간의 부족 등과 같은 구도심의 특징을 동

일하게 갖고 있다(김광중, 2010). 

도심 쇠퇴지역의 인구 유출은 빈곤을 집중하게 하고 강화시킨다. 즉, 중

산층은 양호한 주거지를 찾아 이동하지만 이동성이 낮은 계층들은 그 지

역에 계속 남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빈곤의 집중화는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박인권(2018)은 사회적 약자(고령층, 여성, 저소득, 낮은 

학력 등)는 낮은 이동성을 보이며 장소에 고착화된다고 보았으며 주요 원

인으로는 주거 이동에 따른 높은 비용, 추가적 통근 비용, 사회관계의 단

절 등 부담해야 하는 높은 비용 때문으로 유추하였다.

이러한 장소의 고착성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노

인 인구의 고착성이다. 이들은 익숙한 주택과 사회적 유대관계, 새로운 주

거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이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이동을 선호하지 

않는다(이승권․이학동, 2010; 김광중, 2010). 또 국내의 신시가지에서 공급

되는 주택은 청약제도에 의해 공급되며 특별공급과 무주택자를 우선 공급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택 공급이 비교적 젊은 층에 집중된다. 때문에 

기존 모도시에서의 선택적 유출을 가중시키고 고령화 경향을 더욱 강화시

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의 장소 고착화이며, 이는 낮은 이동성과 더불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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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과효과 때문으로 유추된다. 이미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양호한 지

역으로 이동하지 못해 남겨지기도 하지만, 거주자가 신규주택으로 이주한 

후, 점진적으로 낮은 소득계층으로 이어지는 주거여과효과에 의해 저소득

층이 유입되기도 한다(김미경․이창무, 2013; Wilson, 1987). 박규범(2021)은 

빈곤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노인인구, 아동인구, 한 

부모가 가구 등과 같이 취약계층의 비율 높았으며,  지역의 빈곤율과 사회

적 약자들의 장소 고착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국내 구도심의 물리적 특성은 빈곤의 집중화를 더욱 가중시킨다. 이는 

국내 도시 형성 과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도심은 협소한 가로와 세분

화된 필지, 오픈스페이스의 부족과 같이 구조적으로 열악한 상태로 형성되

어 왔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도심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김광중, 2010; 한수경, 2016). 즉, 노후한 건축물의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도시 환경의 태생적 문제로 인해 도심 환경은 여전

히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도심 특성 때문에 도심 내 정주 

환경의 개선이 어려워, 저렴한 주거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도심 빈곤 현상

은 더욱 가중된다(조진희 외, 2010; 김광중, 2010; 한수경, 2016). 

2) 도시 특성에 따른 신시가지 개발의 차별적 영향

신시가지 개발의 영향은 도시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신시가지 개발이 일어나는 도시와 또 그 도시 내부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검토하였다. 

첫째, 신시가지 개발은 모도시의 인구 규모에 따라 인구 이동정도가 다

르게 나타난다. 모도시의 인구 규모가 작으면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인구

이동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 임태경(2019)은 혁신도시 개발

지를 대상으로 인구 유출을 분석하였다. 결과, 인구가 10만명 이내의 소도

시인 김천, 나주의 인구 유출 규모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곧 모도

시의 상권쇠퇴 등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유철․김
찬호(2020)는 인구규모가 적은 지역에 신시가지개발이 추진되면 원도심의 

인구유출 및 경제침체, 지가불평등의 증가가 수반되기 때문에 30만 이하규



28

모의 도시에서는 대규모 신시가지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

였다. 

또, 김명연․김은정(2018)은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지역 간의 지가 변동률

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는데, 광역시보다 일반시‧군에서의 지가 변동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도시규모가 큰 지역에서는 다

양한 개발사업 및 편의시설의 입지가 이루어지는 반면, 일반시‧군과 같은 

중소도시는 미개발지가 많고 모도시의 편의시설이 적기 때문으로 보았다

(김명연․김은정, 2018). 정리하면, 중소도시는 중심성이 낮고 이와 경쟁 또

는 기능을 분산할 다른 개발사업도 적기 때문에 신규개발지에 조성되는 

상권 등으로 기능이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존 도심의 기능에 급

격한 침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광역시 및 규모가 큰 도시에서

는 이미 중심성(고용, 상업)이 높고, 다른 신규개발사업도 있기 때문에 기

능이 분산되고, 신규개발지역 역시 그 중 하나로 영향력 상대적으로 적어

진다. 따라서 신규개발에 의해 기존의 중심기능을 갖고 있던 지역의 급격

한 침체를 수반하게 될 가능성도 낮아진다. 

둘째, 모도시 내에서도 신시가지에 의한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

었다. 최창의(2005)는 강릉지역의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인구이동 특성을 

파악하였는데, 인구유출이 높은 지역은 구도심지역으로 생활환경 악화 및 

도심기능약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인구 밀집, 주택의 높은 노후도와 

같은 특징을 보였다. 반면 인구유출이 적은 지역은 신규 주택 공급 지역으

로 상대적으로 좋은 주거환경을 가진 지역임을 확인하였다. 즉, 신규 주택 

공급지역으로 이동이 지역 내에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쇠퇴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유출이 집중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유추해보

면, 신시가지 개발의 영향이 지역 내 다른 신규개발사업의 유무, 개발 빈

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모도시의 도심이나 다른 

신규개발의 유무 등에 따라 도시 내 인구 유출 규모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신시가지 개발이 모도시의 규모가 작은 지역에 이

루어질 경우, 지역 내 인구와 기능이 급격히 신규개발지역으로 옮겨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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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기존 도심의 침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도시 내에서의 인구이동도 차별적으로 일어나는데, 쇠퇴한 구도심일수록 

인구유출 규모가 커져 지속적인 쇠퇴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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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폭염취약성과 도시 특성 

1. 폭염취약성

1) 폭염 선택 이유

이 연구는 기후취약성 중에서도 폭염을 선택하였다. 폭염을 선택한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으로 극한 기후의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폭염은 주변부 

또는 교외지역보다 도시에서 더 위험한 기후재해로 꼽히고 있다. 다른 기

후영향 즉, 호우강도, 무강수 일수 및 혹서 빈도는 비도시지역에서 더 영

향력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폭염은 도시지역에서 영향력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유가영․김진애, 2008; 신호성․이수형, 2013). 

도시가 열파에 더욱 취약한 이유는 낮 시간의 높은 고온과 더불어 일몰 

후에도 기온이 느리게 낮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열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때문이다(Sheridan & Dolney 2002; Jendritzky et al., 2000; Vandentorren 

et al., 2004). 이는 도시열섬특성과 연관되는데, 도시열섬은 늘 존재하지만 

그 강도가 낮보다는 밤에, 여름보다는 겨울에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여

름철 일몰 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시민들의 열에 대한 

노출이 주변지역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섬현상은 대부분의 도시

에서 오랜 기간 동안 관찰되어 왔고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주변부보다 온

도차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Jacob & Winner, 2009; Wilby, 2003). 그 예

로 1995년 시카고 폭염 발생시, 도시에서의 열 관련 병원 입원환자가 교외 

지역에 비해 거의 2배 더 높았다(Rydman et al., 1999). 2003년 유럽에서도 

폭염으로 인해 스위스, 파리 도심이 교외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었다

(Grize et al. 2005; Vandentorren et al., 2004). 

둘째, 폭염이 인명 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도

시화의 상호작용으로 폭염 또는 혹서라는 이상기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

고 있는데 특히 고온이 사망률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공통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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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들이 있다(임연희 외, 2011; Robinson, 2001).

셋째, 폭염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도시취약성과 밀접하게 연관

될 것으로 유추되기 때문이다. 최근 열 관련 사망자수와 폭염취약성에서 적

용된 지표들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들을 확인해 보면, 열 노출(표면 온도, 

녹지면적, 피복도 등)보다 사회경제적(인종, 고령화) 특성이 더 높은 설명력

을 보이고 있다(Uejio et al., 2011; Hattis et al., 2012). 이는 도시취약성 측면

에서 도심 지역의 빈곤화 집중과 취약계층의 집적이 폭염취약성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신시가지의 개발로 인한 

구도심의 취약한 계층의 밀집과 노후하고 낙후된 물리적 특성의 상호작용

으로 인해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로 인해 폭염취약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유추된다.

2) 폭염취약성의 주요 특성

앞서 언급했듯이 실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과 폭염취약성에서 

논의된 지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또, 연구 방법에 따

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Lankao et al.(2012)가 폭염취약성의 

메타분석을 통해 확인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폭염취

약성 연구 중에서도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설

명력이 높은 지표들을 확인하였고, 여기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3]을 보면, 노출강도, 노출시점, 기저질환, 순응, 인종, 에어컨, 

연령, 교육수준, 인구밀도, 빈곤, 주거의 질, 사회적 고립 등의 지표가 폭염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높은 동의수준을 보였고, 실증연구를 통해 그 설명력

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구규모, 토지이용, 오픈스페이스, 녹지, 의

료기관 접근성 등은 연구자들의 동의수준이 중간이상인 것에 비해 실증연

구에서의 설명력은 낮게 나타났다(Lankao et al., 2012). 

이를 노출, 민감도, 적응이라는 부분에서 살펴보면, 동의수준의 중간이

상과 설명력의 중간이상을 보이는 변수들에서 노출(강도, 시점, 인구밀도)

와 민감도(연령, 교육, 기저질환, 빈곤, 주거의 질, 인종, 에어컨), 적응(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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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고립)으로 특히 민감도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설

명력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Lankao et al.(2012), p. 675을 중심으로 재구성

[그림 2-3] 도시취약성의 결정요인 

Lankao et al.(2012)의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노출, 민감도, 적

응능력에서의 폭염 특성들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폭염에서의 노출은 기온에 해당하며, 매우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갖는

다. 다만 지역마다 다른 임계값을 가지며 이 임계값은 열 노출의 빈도에 

의해 더 높아지기도 하는데, 이는 생리적인 측면에서의 적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폭염의 지속시간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데, 폭염

의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건강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더불어 폭염의 

발생 시기가 통상적인 발생시기보다 빨라질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대

기오염과 복합적일 때 그 영향력은 가중될 수 있다. 노출의 규모 측면에서

는 인구 밀도와 주거 밀도, 인구 규모가 거론되는데, 인구 밀도만 폭염취

약성에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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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일수록 고온에 노출이 되는 인구규모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지

만, 인구밀도가 갖는 열섬효과로 인해 온도 효과를 더욱 가중시킬 수도 있

다. 더불어 오픈스페이스, 녹지, 도시토지이용은 폭염취약성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력은 실제로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Lankao et al., 2012).

폭염취약성의 민감도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문은 연령과 사

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주는 변수들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다. 고령계층은 이론연구, 실증연구에서 폭염의 가장 취약

한 계층으로 구분되었다. 실증적인 연구에서는 고령층이 모든 연구에서 폭

염에 의한 취약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유의미한 지표로 확인된다(Cutter 

et al., 2003; Nayak et al., 2018; Hattis et al.,2012; Uejio et al., 2011; 

Fuhrmann, 2016; Gronlund et al., 2015). 

둘째, 인종이다. 서구의 연구에서는 흑인으로 규정되는데 여기서는 이들

의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민감도에 미치는 변수와 연결 지을 수 있다. 도시 

지역에서 흑인 집단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이미 도시취약성에서 확인했듯

이 그들이 집단 거주 지역은 고용, 소득, 교육수준 등에서 낮은 수준을 보

인다. 이러한 특성이 인종으로 반영된 결과로 유추가능하다. 또, 소수 인종 

등으로 규정되기도 하는데, 이는 영어구사능력과 연관된다. 이는 지역의 

폭염 대응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데

에도 제약을 준다. 백인이 아닌 소수인종의 경제적 특성도 역시 반영되었

다고 볼 수 있다(Cutter et al., 2003; Nayak et al., 2018).

셋째, 경제적 수준(빈곤, 교육수준, 주택수준)이다. 경제적 수준은 폭염에

서의 대응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즉, 빈곤한 상태는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에어컨 가동, 시원한 지역으로의 이동, 정보)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빈곤층의 낮은 교육수준은 고용의 기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안

정적 소득 가능성과도 연관된다. 또, 선택 가능한 주택이 한정적이며 이들

의 주택 여건을 폭염에 취약(에어컨이 없고, 단열도 어려운)할 가능성이 높

다. 또 주택의 입지가 공공서비스 즉 대피장소로 이동하기에 좋은 입지가 

아니거나, 지역적으로 공공서비스 자체가 부족한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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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ter et al., 2003; Nayak et al., 2018; Hattis et al.,2012).

빈곤한 개인 또는 계층은 도시의 특정지역에 집적되며, 이는 해당 지역

의 경제적 특성과도 연관된다. Klinenberg(1999)는 시카고 폭염에서의 사망

률에 연관된 주요 요인으로 도시구조, 형태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도시빈곤

지역 즉, 주변화된 공간을 꼽는다. 상가 공실률을 통해 지역 간 폭염 사망

률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상가 공실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망률이 높

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도심 내 빈곤계층이 집적된 지역에서의 상

권 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에 상가 공실률이 빈곤 지역을 나타내주는 지표

로 본 것이다. 실제로 사망률이 높은 지역의 상가공실률과 발전된 지역 간

의 상가 공실률은 4배 이상의 높은 차이를 보였다. 상업기능의 쇠퇴는 곧 

그 지역의 구매력, 고용률, 재화 및 자원의 부족을 의미하며, 또 상호간의 

사회적인 관계를 쌓는 기회조차 박탈한다고 보았다. 때문에 상가의 높은 

공실률은 지역적 빈곤을 넘어 그 지역에 내 표된 다양한 지표들의 낮은 수

준과도 연관된다고 보았다(Klinenberg, 1999). Browning et al.(2006)은 

Klinenberg(1999)의 상업 공실률과 사망률의 관계를 실증연구를 통해 재차 

확인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침수지역의 생계형사업의 매출액 변화를 통

해 쇠퇴지역에서의 낮은 회복력을 확인하였다. 즉, 구도심의 빈곤지역은 

기후 이벤트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경제 회복력을 보인다는 점이

다(이삼수･박종화, 2021). 

넷째, 사회적 고립이다. 혼자 살거나 사회적 자본이 약한 경우에 폭염취

약성이 높다는 이론적 접근이 있었으나, 여러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에서는 

혼자 사는 것과 폭염취약성과 연관이 적거나 없으며, 사회적 자본은 관련

성이 있으나 그 방향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물리/환경적 부문이다. 폭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여건 즉, 

녹지 면적, 피복도, 토지이용과 같은 특성이 포함된다. 이들 요인들은 폭염

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이라는 이론적 접근, 연구자들의 유추에도 불구

하고, 실증연구의 설명력에서는 그리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시카고, 

필라델피아, 메사추세츠에서 폭염사망자의 원인을 설명하는 변수로 노출 

즉 온도와 관련한 변수들의 설명력이 매우 낮았다 점에서 미루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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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영향을 주는 환경 변수들이 폭염취약성에 대해 낮은 설명력을 갖

는다는 점은 충분히 설명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Uejio et al.,2011, Hattis et 

al.,2012)

적응능력에 있어서는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공공서비스 등은 잠재적으

로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실증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사

회적 자본(신뢰, 지역 유대감, 사회적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사회적 네트워

크 역시 건강 위험에 주요한 요인으로 거론되어 왔으나(Cutter et al, 2003, 

Pelling & High, 2005), 실증연구 내에서는 합의된 결론을 보여주지는 못했

다.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인종이 갖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으로 사망률이 

다른 인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Klinenberg, 

1999). 그러나 Lankao et al, (2012)의 분석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결

과를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elling & High(2005)는 사회적 자본 

자체의 유무보다 그것이 갖는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노인들의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다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폭염에 대한 

영향에 대해 낮은 인식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을 경우에 오히려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Lankao et al.,2012). 즉, 사회적 자본이 취약성

에 영향을 미치지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은 사회적 자본에 따라 다

르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자본을 추정할 수 있는 지표 값

만으로는 그 영향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2. 신시가지에 개발에 의한 도시취약성과 폭염취약성 영향

1)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도시 내 폭염취약성 변화

구도심의 빈곤지역 특성과 신시가지의 도시 특성을 폭염취약성을 구성

하는 구성요소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출과 관련한 부분이다. 도시에서의 빈곤의 집중화가 발생하는 

지역은 서구와 국내 모두 구도심지역에 해당한다. 국내의 구도심 형성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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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취약한 구조(저층고밀)로 구성되었고 이 때문에 구조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저층고밀의 구도심은 신시가지로의 인구유

출을 통해 인구 밀도는 낮아질 수 있으나, 그로 인한 폭염 노출 수준은 크

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인구유출로 인해 도심의 토지

이용이 변하지는 않으며 특히 온도(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피복도가 

감소하는 등의 변화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높은 수준의 피복과 도로

연결, 건폐율이 높은 기존 건축물이 신시가지의 개발에 의해 단기간 내 철

거되거나 녹지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 반면, 중산층의 인구 유출 및 저

소득계층의 유입은 지역 내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원, 신규 투자의 가능성

을 낮추고, 오히려 높은 상가공실률과 빈집으로 인한 지역 낙후도의 증가

로 새로운 보수, 정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지도 낮아져 물리적 쇠퇴는 

가중되기 쉽다(한수경, 2016). 때문에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구도심의 외부 

온도(노출)의 변화는 다소 줄거나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물리적 낙후로 인한 실내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더 높아져 열파 노출의 가

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김대수 외, 2020). 또한 인구의 유입

으로 인한 노출 대상(인구규모)의 증가 역시 노출 부문에서의 취약성을 높

이게 된다. 반면, 신시가지에서의 노출 수준은 증가한다. 신시가지는 기존

에 비교적 개발수준이 낮은 지역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피복도, 토지이

용 등의 변화로 노출 수준은 이전에 비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녹지공간

의 확보, 신규 주거의 냉방 기능 및 단열효과, 쉼터 등의 공공인프라 등으

로 인해 적응능력 부문과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민감도 부문이다. 신시가지의 개발은 도시의 인구사회경제적인 부

문에의 단기간 내 급격한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 이유는 신시가지에서 공

급되는 주택으로 인해 모도시의 인구 유출이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발생하

며, 그 영향으로 모도시의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적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이미 앞에서 도심의 빈곤 집중화에서 확인하

였다. 특히 국내의 비수도권에서는 고령화가 이미 많이 진행되었고, 기존 

모도시에서의 선택적 유출은 구도심의 인구 구조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후주택과 지역의 물리적 낙후도 증가는 실외온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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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내온도를 더욱 높게 할 수도 있으며, 협소한 가로구조는 위기 상황에

서 응급대응을 위한 차량 진입 등을 지연시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구

도심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신규개발 즉, 도시개발, 

재개발, 재생사업으로 인해 환경이 정비되거나 신규주택 공급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인구유출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영

향을 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민감도의 변화는 구도심에서 크게 나타나

며, 신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비교적 영향을 덜 받게 되

어 민감도를 구성하는 지표들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적응능력부문이다. 적응능력부문에서는 도시의 적응정책과 

관련한 공공서비스 지원과 사회적 자본이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도시취약

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신규 기반시설과 공공인프라가 집중되는 신시가지

의 개발은 지역 내 중산층의 유입을 촉발한다. 물리적으로 쾌적한 공간과 

중산층의 유입은 양호한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지역 내 공공서비스가 이 

지역으로 재집중되는 구조를 형성한다(Bulkeley & Tuts, 2013; Wilson, 

1987; Teitz & Chapple, 1998, Kasarda, 1993; Garschagen et al., 2015). 즉, 

신규성장지역 도시 기능 및 경제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기후취약성을 개선

하는데 기여한다. 반대로 중산층이 빠져나간 도심빈곤지역에는 상대적으

로 낮은 수준의 지원이 유지되면서 공공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이

는 기후취약성의 적응정책과도 연결된다. 즉, 의료시설 및 서비스, 폭염대

피장소 등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자본측면에서 볼 때,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살펴보면 구도심의 고

령화, 저소득층 유입 등 특정계층만 남게 되어 지역 내 상호간 학습(롤모

델), 네트워크 등이 구축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며 이로 인해 사회

적 자본의 구축이 쉽지 않게 된다(Coleman, 1990). 그러나 서구의 도심 내 

빈곤지역과 국내의 구도심의 특성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이 

감소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만 국내 연구 중, 저소득계층의 밀집 

거주 지역의 병리현상(범죄, 자살)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자본의 감소가 나타난다고 유추할 수 있다(주희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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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취약성 변화의 도시 간 차별적 영향

신시가지의 영향은 모도시와 신시가지의 상호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모도시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

나는 신시가지가 해당도시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되어 도시 중심성이 신

시가지로 옮겨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도심과 기능이 분배되어 서

로 차별화된 기능을 갖는 것이다. 일산 신도시는 기성시가지 전체에 영향

을 미쳐 도시 공간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어 중심기능이 모두 신도시로 옮

겨져 왔고, 대전시의 청사 이전으로 구도심은 판매와 서비스 중심지로, 신

시가지는 업무, 행정 기능 중심지로 각각 기능이 분산되었다(임동일, 2008; 

임병호, 2008). 한편, 한 도시 내에서 형성된 여러 신시가지 중에서도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손승호(2018)는 화성시의 동탄 신도

시, 향남 및 남양 신도시가 모도시의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

는데, 동탄 신도시가 지역의 행정, 경제중심지로 핵심지역으로 성장한 반

면, 향남과 남양신도시는 화성시의 공간의 재구조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도시 내 신시가지 개발은 서로 상이한 영향력을 나

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동규(2011)는 이에 대해 자족기능을 가진 자

족형 신도시와 위성형 신도시를 비교하였는데, 자족기능을 가진 신도시는 

모도시와 분리된 독립적으로 성장한다고 보았다. 그에 비해 위성형 신도시

는 모도시와의 기능연계를 통해 성장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서, 자족

형신도시와 위성형신도시의 유입되는 인구특성도 다름을 보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신시가지의 영향은 모도시와 신시가

지의 관계성을 통해서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모

도시 대비 신시가지 개발규모와 신시가지 개발이 모도시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따라 신시가지 개발이 모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유

추할 수 있다.  

여기서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모도시의 차별적 영향을 살펴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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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시에 미치는 영향, 즉, 인구유출 규모와 중심성의 변화를 통해 도시의 

취약한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신시가지 개발은 모도시의 인구

구조 변화 및 사회취약계층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력의 크기

가 취약한 정도에 주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신시가지 개

발에 따른 모도시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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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가설

1. 이론적 배경 요약

이론적 배경에서는 기후취약성에서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보

고,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기후취약성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후취약

성은 이를 정의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연구 분야로 발전되어 왔

다. 또 공간적으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도시단위의 접근이 요

구되었다(Cutter, 1996). 더불어 기후취약성의 논의에 앞서 이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

다(O'Brien et al., 2004;. Bryant, 1998; Sen,1981). 이에 도시라는 시스템 갖

고 있는 취약성 즉, 도시취약성과 기후취약성을 분리하여, 이들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내재적 도시취약성’ 연구 

분야에서는 기후취약성에서 보다 근본적인 구조를 고려하고자 했으며, 왜, 

어떻게 도시의 특정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한지에 대해 관심을 둔

다. 내재적 도시취약성은 도시 개발 과정이나 구조 조정 정책과 같은 사회

경제적, 제도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도시 인구의 기후변화 스트레스 변

화나 사회-환경적 위험에 적응능력이 감소와 같은 것에 관심을 둔다. 이러

한 접근은 기후 위험의 영향, 노출에 관한 것을 단순히 진단하기보다는 불

평등한 자원의 분배나 접근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며 사회경제적, 제도적 

측면의 취약성 변화도 함께 다룬다(Lankao & Qin(2011). 이를 연구에 적용

하기 위해서는 도시 특성의 변수나 지표를 추가하는 방법보다 도시정책과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한 도시 특성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된 도시 특성이 취

약성에 미치는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의 목적인 

신시가지 개발이 폭염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신시가지

개발과 이에 따른 도시특성 변화를 검토하였다. 

신시가지 개발이 기후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신

시가지 개발로 인한 모도시의 특성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신

시가지 개발은 신규주택을 공급하며 이로 인해 모도시의 인구이동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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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로 인해 모도시의 도심이 주된 영향을 받게 되며,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Wilson(1987)은 도심의 빈곤 집중화(Concentration of poverty)에 관

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도심에 거주하던 중산층이 양호한 주거지를 찾아 

이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경제적 기반도 함께 이탈함으로써 도심의 경제 

가 침체하고 실업이 증가한다. 이는 지역 내 저렴한 주거시장을 형성하며 

저소득층의 유입을 유발하게 되며, 그로 인해 도심 빈곤현상이 더 집중되

고 지속된다고 설명했다(Wilson, 1987; Tienda, 1991). 국내연구에서도 신시

가지 개발이 구도심의 인구 유출을 유발을 가속화하고 구도심 지역 내 고

령화와 저소득층의 집중 현상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하였다(최창의, 

2005; 이외희, 2002; 김광중, 2010; 엄현태･우명제, 2014).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도시특성변화는 폭염취약성의 노출, 민감도, 적응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신시가지의 피복도 증가와 도심지역의 노후하고 낙

후된 물리적 환경은 실외 온도와 더불어 실내 온도를 높여 더욱 취약한 상

태에 놓이게 한다. 더불어 도심지역내 빈곤층의 집적과 고령화는 폭염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킨다. 또 도심지역 내 고령인구와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 계층의 편중으로 인한 사회적 자본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Coleman, 1998). 더불어 공공 인프라가 신규개발지인 신시가지 지역에 집

중되면서 구도심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응 능력이 감소될 수 있음을 선행연

구를 통해 유추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도시 내 특히 구도심

을 중심으로 취약성이 높아질 것으로 유추된다.

더불어 모도시 대비 신시가지의 개발규모가 클수록 모도시 내 인구이동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인구를 재분배하여 지역 내 취약지역을 형성

한다. 또 도시 내에서 신시가지가 차지하는 위상에 따라 모도시의 기능을 

신시가지로 흡수할 수도 있고, 구도심이나 중심지와 기능이 분배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을 종합했을 때, 신시가지의 개발은 도시의 특성을 변화시켜 폭염취

약성에 영향을 미치며, 신시가지의 개발규모, 모도시와 신시가지의 상호관

계에 따라 폭염취약성 변화에 차등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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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

이 연구는 국내 비수도권에서의 신시가지개발이 폭염취약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도시 내, 도시 간 차별적인 폭염취약

성 변화를 확인하고, 그 요인을 찾고자 한다. 이에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

해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도시의 특성변화와 기후취약성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의 변화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구체

화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1. 신시가지의 개발은 구도심의 폭염취약성을 증가시켜 도시 내 폭

염취약성 격차를 크게 한다. 

신시가지의 개발은 모도시의 인구 이동(신도시로의 유출)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며 지역 내 인구 이동 편중을 증가시킨다는 점은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영우 외, 2020; 임태경, 2019; 백경훈･전희정, 

2019; 박정일･김지혜, 2018, 강승수･서유석, 2016).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도심 내부의 편중된 이동은 구도심의 쇠퇴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엄현태･우명제, 2014; 김경아･허재완, 2017; 김광중, 2010). 

Wilson(1987)은 인구의 선택적 이동에 따른‘도심의 빈곤 집중화

(Concentration of poverty)’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도심의 빈곤 

집중화는 보다 양호한 주거지로 이동하기 위한 중산층의 선택적 인구유출

로 인해 빈곤이 집중하게 되며, 이는 보다 저렴한 주택시장에 진입하려는 

빈곤층 선택적인 유입(class-selective in-migration)에 의해 빈곤이 더욱 집

중하고 강화된다고 보았다(Wilson, 1987; Tienda, 1991; Massey et al, 1994). 

이들 지역은 인종, 낮은 교육수준, 낮은 취업률 등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

이는 것을 확인하였다(Wilson, 1987).

국내도 마찬가지로 구도심의 빈곤 집중화의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 특성

은 서구와 다소 차이가 있다. 최창의(2016)는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신시가

지개발이 지역 내 인구 이동을 야기하며, 구도심은 기능이 약화되고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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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노후하고 낙후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규주택공급이 이루어

진 지역으로 유출이 강하게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구도심의 특성은 

‘도심 빈곤 집중화’와 유사한 국내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반면 국내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도심 지역의 주요한 특성 변화는 도

심의 장소 고착성 즉, 모빌리티가 낮은 계층의 집적과 연관되며, 그에 따

라 도심지역의 고령화, 빈곤화의 특성이 나타난다(이승권･이학동, 2010; 김

광중, 2010; 김미경･이창무, 2013; 박인권, 2018; 조진희 외, 2010).

이와 같은 구도심의 취약한 구조 증가는 기후취약성의 노출, 민감도, 적

응능력에도 영향을 주어 지역마다 다른 취약성을 갖게 하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 특히 폭염취약성은 사회경제부문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기존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신시가지개발에 의한 도시취약성 변화가 

폭염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유추된다.

특히 구도심에서 빈곤화, 고령화가 진행되어 사회경제적 부문의 취약성

이 증가와 더불어 물리적으로 노후, 낙후된 환경은 구도심의 노출 수준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구도심지역의 폭염취약성은 도시 내 다

른 지역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유추되며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신시가

지 개발 전후의 폭염취약성의 지역 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유추된다.

두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2. 신시가지 개발규모가 모도시 대비 클수록, 도시 내에서 신

시가지의 위상이 클수록 도시의 폭염취약성이 높아진다.

신시가지의 개발에 따른 모도시에의 영향은 지역마다 서로 상이하게 나

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모도시 대비 신시가지 개발 규모에 따라 모

도시의 인구 유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즉, 모도시 대비 신시가지

의 인구규모가 클수록 지역 내 인구 유출 규모는 더 커지며 남겨진 계층의 

특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유추

가 가능하다. 임태경(2019)은 혁신도시 개발지역의 인구유출을 분석한 결

과, 인구가 10만명 이내로 상대적으로 적은 김천, 나주 지역에서의 인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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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규모가 타 지역대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으며, 이는 곧 모

도시의 상권쇠퇴 등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유철･김찬호

(2020) 역시 신시가지개발이 인구규모가 적은 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원도

심의 인구유출 및 경제침체, 지가불평등의 증가가 수반된다고 보았다. 즉, 

기존 연구에서 인구규모가 작은 도시일수록 신시가지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시가지개발에 따른 모도시의 인구이동 규모가 큰 도시는 인구 구조 변

화 정도(빈곤과 고령화 정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는 기후취약성의 

민감도에 영향을 주어 기후취약성이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즉. 신시가지의 개발규모가 모도시에 비해 크면 인구 이동 규모가 크고 그

에 따른 유출지역의 폭염취약성은 더욱 높아져 도시전체의 취약성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시 내 신시가지의 위상이 클수록 취약성이 높아질 것으로 유추된

다. 여기서 개발규모(인구규모)는 지역의 위상 또는 중심성으로 볼 수 있

다. 중소도시는 시청이 입지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고용, 상업 기능

이 집적한 경우가 많다. 이는 도시의 면적이 넓은데 비해 미개발지가 많고 

도시의 기능이나 편의시설, 서비스도 많지 않아 도심지역에 주요 기능이 

도심을 중심으로 집적하게 되며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도 밀집하여 

인구가 집중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수도권의 중소도시에 대해서는 인구 

규모와 위상을 동일한 의미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신시가지의 위상이 모도시 내 중심지 위상보다 높을 경우 폭염취약성 증

가도 클 것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근거는 기존 연구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신시가지의 모도시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신

시가지가 해당도시의 중심지로 새롭게 부각되어 중심성이 신시가지로 이

전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도심과 기능이 분배되어 서로 차별

화된 기능을 갖는 것이다. 일산신도시는 기성시가지 전체에 영향을 미쳐 

도시 공간구조가 재편되었고, 대전의 청사이전으로 인해 구도심은 판매, 

서비스 중심으로 신시가지는 업무, 행정중심지로 그 기능이 분산되었다(임

동일, 2008; 임병호, 2008). 손승호(2018)는 한 도시 내에서 형성된 여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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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화성시의 신도시 중 동탄 

신도시는 지역의 행정, 경제중심지로 핵심지역으로 성장한 반면, 향남과 

남양신도시는 화성시의 공간의 재구조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러한 차이가 동탄의 중심성 위상이 모도시에 비해 월등히 크

게 계획된 것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신시가지가 모도시 내에서 갖는 위상에 따라서 지역 내에서의 인구 재편

의 정도가 결정될 수 있다. 모도시 내 인구이동을 분산시킬 수 있는 유사

한 위상의 경쟁적인 지역이 존재할 경우에는 인구의 재분포 즉, 중산층의 

유출되더라도 지역 내에서 분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신시가지가 

모도시내에서 우세한 입지를 가질 경우에는 지역 내 인구가 신시가지로 

유입하는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신규주택의 지불이 가능한 중산계층이 

신시가지로 집중되어 취약성도 차별적 영향이 발생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시 내에 신시가지와 경쟁적인 중심지가 없는 경우에는 선

택적 이동에 의해 양호한 주거지로 중산층이 집적하게 되고, 나머지 지역

에서는 이동이 어려운 계층만 남겨지게 되어 취약성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경쟁적인 중심지가 많은 도시일수록 양호한 

주거지를 찾는 중산층의 이동이 분산되어 도시취약성을 형성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따라서 기후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도의 변화

가 상대적으로 적어 취약성 증가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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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구도심 변화 현황

제1절 대상 지역 선정

신시가지 개발이 도심 특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또 그로 인한 폭염취약

성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발의 시기와 특성이 유사한 사업이 시

행된 지역을 공간적 연구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는 수도

권을 제외한 전국 10개 지역에 계획되었고 개발의 목표나 특성, 추진 시기

가 유사하여 도시 간 개발 전후 특성을 비교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참조). 

출처: 뉴스와치(2020. 07.06), ‘‘10개의 서울' 다 어디로 갔을까?’

[그림 3-1] 혁신도시 지정현황

혁신도시는 2007년 전국 10개 지역에 거의 동시에 지정되었고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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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일정도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혁신도시는 2013년을 기점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되고, 2014년에는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인

구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택지의 공급 및 분양의 90% 내외로 완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시가지의 개발 전후 특성을 비교하기에 적합한 사

례로 볼 수 있다([표 3-1]참조). 

구분 위치

지구지정
(일시)

규모22 진행률(%)

지구지정
면적

(천㎡)
인구49

(천명)20
사업비
(억원)

부지
공사

분양

합계 - - 44,891 267 97,601 99.9 92.2

부산
영도구, 남구, 

해운구
‘07.4.16 935 7 4,136 100 90.7

대구 동구 ‘07.4.13 4,216 22 14,369 100 81.9

광주전남 나주시 ‘07.3.19 7,361 49 13,222 100 96.2

울산 중구 ‘07.4.13 2,991 20 10,438 100 87.0

강원 원주시 ‘07.3.19 3,597 31 8,843 99.9 95.4

충북 진천군,음성군 ‘07.3.19 6,899 39 9,890 100 80.2

전북 전주시,원주시 ‘07.4.16 9,852 29 15,297 100 97.8

경북 김천시 ‘07.3.19 3,812 27 8,774 100 89.0

경남 진주시 ‘07.3.19 4,093 38 9,711 100 97.6

제주 서귀포 ‘07.4.16 1,135 5 2,921 100 100.0

자료: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내부자료(김진범 외(2017)에서 재인용)

[표 3-1] 혁신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2017.1월 말 기준)

건교부의 2004년 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는 기능과 입지, 규모에 따라 

‘기존 도시 활용형(혁신지구)’와‘독립 신도시형(혁신도시)’로 구분하였

다(건설교통부, 2004). 이후 국토교통부(2015)는 혁신도시를 ‘기존도시(혁

신지구)’유형과 ‘독립 신도시 개발(혁신도시)’ 유형으로 크게 구분하였

다([표 3-2] 참조). 혁신지구는 다시 혁신 지원형과 혁신 보조형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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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데, 혁신 지원형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재개발방식으로 진행되며, 

혁신 보조형은 혁신 지원형에 비해 규모가 크고 기존 도심과는 지리적으로 

분리된 지역에 입지한다.

구분 성격 및 기능 개발규모

기존도시 개발

(혁신 지구)

재개발방식

(혁신지원형)
도시 내 공장지역, 노후주거단지 등을 개발 5-10만평

신시가지방식

(혁신보조형)
도시 내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 미개발지 활용 30~50만평

독립신도시개발

(혁신 도시)

신도시형

(New town)

공공기관과 관련기업, 주거 등을 갖춘 독립된 

기능을 갖춘 새로운 도시

100만평 

이상

출처: 국토교통부(201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사업 백서

[표 3-2] 혁신도시 개발 유형

혁신도시의 개발 유형을 기존 도시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도식화하면 

[그림 3-2]와 같다. 기존도시 활용형 중 재개발형([표 3-2]에서는 혁신지원

형에 해당함)은 기존도시 내 낙후된 지역에 지정되어 지역이 다시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둔다. 기존도시 활용형 중 신시가지형([표 3-2]에서는 혁신

보조형에 해당함)은 기존시가지의 확장 형태로 기존 시가지의 기능을 강

화, 보완하여 지역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발된다. 마지막으로 

신시가지형([표 3-2]에서는 신도시형에 해당함)은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이 되는 지역으로 기존 도심과 독립된 형태로 새로운 중심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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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201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백서

[그림 3-2] 혁신도시개발유형

이후 혁신도시의 규모, 입지, 기능 등에 따라 유형을 재분류하고 그 특성

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황희연, 2010; 조명래, 2009; 

강승수･서유석, 2016; 최봉문 외, 2007; 최봉문, 2018; 장영봉, 2020). 연구를  

종합해 보면, 광역시 내 추진된 소규모 혁신도시를 제외하면, 연구자가 제시

한 기준에 따라 신시가지형과 신도시형은 제각각 다르게 분류되고 있었다. 

즉 연구자가 근거로 삼은 특성에 따라 신시가지형과 신도시형이 일관성이 

없이 분류되고 있었는데, 이는 두 유형의 구분이 사실상 모호하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예로, 모도시와의 인접성 여부로 신도시형과 신시가지형을 구분하

기도 하였는데, 신도시형과 신시가지의 인접성 여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

라서 구분이 달라진다. 즉, 인접성을 시청과의 거리로 정의할 수도 있고, 

도시지역과 사업지역의 경계구역의 최단거리로도 볼 수 있다. [표 3-3]을 

살펴보면, 신시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경남혁신도시(진주)는 모도시인 진주

의 행정동 경계와 연접하여 입지하였으며 과거 농촌지역의 일부를 행정동

인 ‘충무공동’으로 행정구역을 새롭게 만들었다. 즉, 기존 진주시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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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이 외연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신시가지형은 나주, 

원주, 전주, 김천이 있는데 실제 혁신도시의 입지를 살펴보면, 모도시 내부

에 입지(전주)하거나 분리된 입지일지라도 가장 가까운 경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2km 이내에 입지하고 있어 모도시와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보

기 어렵다. 진주혁신도시가 도시 내부에 완전히 포함된 형태로 보기 어렵

고 오히려 도시경계가 확장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시가지형 역시 

경계 간 다소 분리되어 있으나 매우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모도시와 완전

히 분리된 독립형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혁신도시
시청과의 거리/

도시경계와의 거리*
유형구분

계획인구/

모도시인구 (만명)

인구대비 

혁신도시인구 비(%)

부산 2~4km이내 /내부 대도시 재개발 0.7 / 350 0.2

대구 10km / 내부 대도시 신시가지 2.2 / 248 0.9

울산 4km / 내부 대도시 신시가지 2 / 117 1.7

경남 진주 5km / 인접 중소도시 신시가지 3.8 / 35 11.0

전남 나주 9km / 2km 중소도시 신도시 4.9 / 10 46.9

강원 원주 7km / 인접 중소도시 신도시 3.1 / 34 9.2

충북 진천음성 13~16km / - 중소도시 신도시 3.9 / 17 23.5

전북 전주 12km / 내부 중소도시 신도시 2.9 / 75 4.0

경북 김천 8km /1km 중소도시 신도시 2.7 /14.3 19.0

자료: 김은란 외 (2020) p.19의 내용으로 연구자 재구성
* 도시경계와의 거리는 혁신도시와 가장 인접한 행정동과의 거리임(경계간의 거리)/ 인접으

로 표기된 부분은 행정동에 맞닿은 입지를 의미함. 제주의 경우, 행정도상 입지

[표 3-3] 혁신도시의 개발특성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혁신도시를 연구대상으로 하되, 그 특성이 유사한 

사업들을 사례로 삼고자 한다. 광역시(부산, 울산, 대구)의 혁신도시는 도

시 내 입지하고 있으며, 이들 규모가 모도시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로 수

행되었다. 특히 광역시는 혁신도시 이외에 다수의 신규개발이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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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혁신도시의 영향만을 구분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광역시

의 혁신도시는 제외하였다. 충북혁신도시는 이 연구의 대상인 도시지역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으며, 제주지역은 도서 지역의 특수성(외부 인구 유

입의 한계)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혁신

도시 유형인 신도시형, 신시가지형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는 두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이에 연구대상지역을 진주(경남), 원주(강원), 김천(경북), 전주(전북), 나

주(전남) 혁신도시로 정하였으나 전주(전북)는 읍면동 단위의 통계자료를 

취득하는데 한계가 있어 제외하였다. 지역 내 취약성 편차 변화 및 메커니

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사례지역으로 진주, 나주로 선정하였는데 

이들 지역은 개발 규모나 위도 등이 유사하여 폭염취약성을 비교하기에 

적절한 사례로 판단된다. 도시 간 취약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에서

는 사례 지역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김천과 원주를 포함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혁신도시의 인구유입(주거)이 발생하기 직전이 시

점과 통계자료의 획득이 가능한 가장 최근의 시점을 연구의 시간적 범위

로 본다. 이에 시간적 범위는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과 2019년

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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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시가지 개발 전후의 구도심 특성 변화

1. 기본 현황 및 구도심 정의

여기서는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모도시 내 취약성 변화의 편차를 살펴보

기 위해 선정한 사례지역인 진주와 나주의 기본현황과 신시가지 개발 이

후의 도시 특성 변화를 살펴본다. 

먼저, 대상지역인 진주혁신도시와 나주혁신도시에 대한 기본 현황은 [표 

3-4]와 같다. 경남혁신도시는 기존 도심 지역 내 입지하고 있으며, 계획 인구 

39,000명을 목표로 조성되었다. 진주시 인구는 약 35만명으로 혁신도시의 계

획인구는 진주시 전체 인구의 10.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나주시의 인구는 

약 10만명이며, 나주혁신도시 계획인구는 49,000만명으로 혁신도시 계획인구

는 나주시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한다. 나주혁신도시는 나주시와 떨어져 

입지하고 있는데, 경계선 기준으로 볼 때 약 2km 가량 분리되어있다.
 

경남 혁신도시(진주시) 광주‧전남 혁신도시(나주시)

시청과의 

거리
5km 이내 9km 이내

계획인구/

모도시 인구
38,000명/350,000명 (10.8%) 49,000명 /100,000명 (49%)

조성 면적  4,093,052㎡ 7,327,000㎡

이전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 외 16개 공공기관

입지 특성

출처: 김은란 외 (2020).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01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 백서(총괄편)
     연구자 일부 재구성함.

[표 3-4] 연구 대상 지역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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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진주와 나주를 연구대상으로 하되, 도시지역과 구도심을 중심

으로 폭염취약성의 변화를 살펴본다. 비수도권의 중소도시는 1995년 시행

된 도농통합정책에 의해 기존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통합되었으며, 통

상 행정동으로 구성된 도시지역과 읍, 면으로 구성된 농촌지역으로 구분된

다. 구도심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

의가 필요하다. 구도심은 일반적으로 과거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지역으로 

정의되나 그 공간적 범위는 명확하게 규명되고 있지 않다(김광중, 2010; 조

화섭, 2009). 손창희 외(2020)는 전주와 군산지역 구도심을 각 도시 도시계

획에서 중심권역으로 정의된 지역을 구도심으로 규정하고, 이에 전주시의 

구도심을 교동, 군산시는 해망동, 신흥동, 송풍동, 신풍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다예(2018)는 인구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구도심으로 정의하

였으며, 인천시의 중구, 동구를 구도심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연구자가 

정의하는 구도심의 정의에 따라서 구도심이 정해지며, 연구의 공간범위에 

따라서 구도심의 권역이 동단위나 구단위로 서로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각 도시별 구도심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였

다. 첫째, 도시기본계획 상 도심이나 중심권역을 기본으로 하되 보다 구체

적으로는 시청이 입지한 지역을 구도심으로 본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

에 따라 중심권역이나 도심의 정의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공간단위가 읍면동임을 감안할 때, 광범위한 구도심

의 지정은 분석과 결과의 해석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로

는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보다 작은 단위로 축소하기 위해 행정중심인 

시청의 입지를 고려하기로 하였다. 지방 중소도시는 행정의 중심지인 시청

을 중심으로 교통, 상업, 행정, 업무 기능이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

으로 진주와 나주를 대상으로, 구도심 연구를 수행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

여 구도심을 정의하기로 한다. 

먼저, 진주시의 공간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 2030 진주도시기본계획｣
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진주시청은 상대동에 입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1년 

성북동으로부터 이전하였다. 성북동은 시청이라는 행정기능이 이전 했으

나 여전히 상업, 교통, 업무 등의 높은 중심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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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진주도시기본계획｣에서도 도심권역으로 분류된다. ｢2030 진주도시

기본계획｣의 도시공간구조는 1도심, 문산읍 중심의 1부도심 그리고, 반성

읍의 지역중심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그림 3-3] 참조). 조화섭(2009)의 

연구에서는 진주도심을 성북동(옛 시청 입지)으로 보았으며, 도심권역을 

중앙동, 상봉동, 천전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시청사(성북동)를 중심으

로 터미널 및 경상대학교로 이어지는 가로 일대를 도심 일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행정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진주시의 구

도심은 옛 시청사가 입지했던 성북동으로 하되, 그 영향권역을 구도심권역

인 상봉동, 중앙동, 천정동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처: 2030 진주도시기본계획

[그림 3-3] 진주시 2030 도시공간구조

지역별 특성을 상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주시는 지난 20년

간 인구이동에서 전출과 전입이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그림 3-4] 참

조). 2013년 이전은 전출이 전입에 비해 다소 높거나 유사하게 유지되었으

나 혁신도시의 공공주택 이주가 시작되는 시점인 2013년 이후 인구의 유

입이 다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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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통계(2003~2019)

[그림 3-4] 진주시 인구이동 변화 

진주시의 2013년-2019년의 지역 내 인구변화를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그림 3-5]과 같이 도면에 인구변화율을 표현하였다. 회색선은 진주시 도

시 지역을 의미하며, 연구기간 내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은 원형 모양으로 표기하였다. 파란색으로 표기된 지역은 평

균 대비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붉은색으로 표기된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였

다. 대체로 구시청 및 시청이 입지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

였다. 반면, 도심의 외곽지역은 신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들 지역

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개발 규모가 

큰 지역인 초장지구와 혁신도시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정촌면에서는 

경남항공산단이 개발되었고, 평거3지구, 평거4지구 등 전체 약 2만명의 인

구를 수용하는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표 3-5] 참조). 다만, 평거지구의 

계획인구가 큰 데 반해 인구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인

구 변화 조사시점과 관련된다. 이 연구는 혁신도시의 영향을 보기 위해 

2013-2019년도의 인구변화율을 살펴보았지만, 평거지구는 개발이 그 이전

부터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총 인구증가율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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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진주시의 인구변화율(2013~2019)과 신규개발사업 

면적(㎡) 인구(명) 개발시기 시행자

평거3지구 1,371,000 10,772 ‘01.11~’11.12 LH

평거4지구 483,000 9,689 ‘09.05~’12.05 도시개발조합

신안2지구 61,000 - ‘09.12~’12.05 경남개발공사

가호지구 114,000 4,088 `04.07~‘09.12 경남개발공사

초장지구 518,000 12,027 ‘10.06~’19.12 도시개발조합

경남항공산단 819,614 - ‘17.05~’22.12 LH

출처:  진주시청 웹페이지 
      진주시(2008), 진주도시계획사 

[표 3-5] 진주시의 택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현황

다음으로는 나주시를 살펴보자. 먼저 나주시 도심권역을 알아보기 위해  

｢2030 나주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았다. 나주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심을 

도시 지역인 동지역(성북동, 금남동, 송월동, 영강동, 이창동, 영산동)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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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하고 있다([그림 3-6] 참조). 현재 나주시청은 송월동에 입지하고 

있으며, 송월동은 KTX 역사의 인입으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예로, 

국토부는 2021년 9월 송월동 일대에 78,791㎡ 규모의‘빛가람 에너지 클러

스터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였고, 복합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

획을 발표하였다(국토일보, 2021.10.12.). 중소도시의 구도심이 일반적으로 

쇠퇴하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 송월동은 구도심이면서도 신규개발 압력이 

높아 도시 기능이 새롭게 집적되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정영덕 외

(2007)의 연구에서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구도심으로 정의하였고 이

에 금남동과 성북동을 나주시의 구도심으로 정하였다. 인구규모가 작은 지

방 중소 도시일수록 도심 내 주거기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나주시의 구도심을 송월동으로 규정하되, 

그 영향권을 금남동과 성북동으로 확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출처 : 2030 나주도시기본계획

[그림 3-6] 나주시 도시공간구조

 

다음은 나주시의 인구이동을 [그림 3-7]을 통해 살펴보자. 나주시는 

2013년 이후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4년 이전에는 전입보다 전출이 

높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혁신도시의 개발 이후 외부 유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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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면서 인구가 증가하였다. 

자료: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통계(2003~2019)

[그림 3-7] 나주시 인구이동 변화 

2013년과 2019년의 나주시의 지역 내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3-10]

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남평읍과 혁신도시가 입지한 빛가람동을 제외하면, 

나머지 전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였다. 

[그림 3-8] 나주시의 인구변화율(2013~2019)과 신규개발사업  

나주시는 진주시에 비해 도시 내 신규 개발 사업이 적다. 지금까지 신규

개발도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보다는 주거와 같은 지원 기능이 거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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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 위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도시 인구이동 

및 그에 따른 특성 변화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유추된다. 예로, 나주혁신

산업단지는 2015년 준공되었으나 산업기능 위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인

구의 유입효과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인구가 유출되었다. 연구기간 동안 

개발된 신시가지는 남평읍의 도시개발사업(남평강변도시)이 있다. 남평강

변도시는 302,643㎡ 규모로 계획되었고, 2011년 착공하였다. 연구기간 내 

남평읍으로의 약 900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었다([표 3-6] 참조). 이로 

인한 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혁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유출 규모가 상대

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유추된다.

구분 면적(㎡) 인구 개발시기 개발방법 및 시행자

나주혁신산업단지

(일반산단)
1,785,120 - ‘08~’15 민간

남평 농공단지 112,221 - ‘11~진행 중 공영개발

남평도시개발지구 302,643 2,700 ‘11~진행 중 도시개발조합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나주시청 웹페이지  

[표 3-6] 나주시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개발 현황

2. 신시가지 개발이후 도시의 주요 특성 변화

여기서는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도시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시가지의 개발은 도시지역 확장과 토지이용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도로, 건물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인공 피복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며 주변 지

역보다 높은 기온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된다(Jacob, 2009; Wilby, 

2003). 신시가지는 업무, 상업, 주거 기능이 고밀로 개발되는데, 이로 인한 

인구밀도 및 유동인구 증가는 다시 신시가지의 열섬현상의 가중시키는 요

인이 되어 신시가지의 열섬현상을 가중시키게 된다. 반면, 구시가지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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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의 개발로 인해 인구 유출과 도시 기능의 이전(약화)이 발생하며 이

로 인해 인구 밀도와 유동 인구가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신시가지의 개발

이 구도심의 토지이용이나 건축 및 도로에 의한 토지 피복도의 변화를 단

기간에 유발하지는 않기 때문에 구시가지의 열섬현상이 크게 완화될 가능

성은 낮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에 여기서는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도시지

역면적, 구체적으로는 대지면적의 변화와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도시 특성 변화로는 기존 구도심의 인구 유출, 저

소득층 및 노인인구의 집적과 연관된다. 신시가지의 개발은 지역 내 인구 

이동을 야기하고, 인구 구조 및 특성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인구의 재분배 

과정에서 저소득 계층은 주변화되고 서로 집적하는 경향이 강화된다(주희

선, 2015). 이러한 주변화는 주로 구도심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며, 상대적

으로 모빌리티가 낮은 노인계층이 도심 지역에 남음으로 인해 구도심의 

고령화도 가속화된다(김광중, 2010; 김미경․이창무, 2013; 이승권․이학동, 

2010; Wilson, 1987; Tienda, 1991). 

인구가 유출된 지역은 신시가지 대비 물리적 노후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물리적 차원의 도시취약성이 높아진다(김혜천, 2003; 임유경․임현성, 

2012). 국내 중소도시의 구도심은 협소한 가로, 작은 필지 등과 같은 구조

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개선만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

을 구축하기 어렵다. 또한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구도심 내 저소득층과 고

령인구의 집적은 지역 내 관리를 더욱 소홀하게 하며 인구 유출로 인해 발

생되는 빈집, 유휴공간의 방치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한다(조진희 외, 

2010; 한수경, 2016). 이와 같은 물리적인 취약한 상태는 폭염 발생 시 주

거 내부의 기온을 더욱 높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사례 지역인 진주시와 나주시의 신시가지 개발 전후의 특성 변

화를 살펴보기 위해 노출과 연관되는 대지면적의 증가와 그 특성 그리고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 특성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대지 면적 증가

신시가지 개발은 대상 지역에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고밀도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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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키며, 이로 인해 토지의 인공 피복도 증가하게 되고, 거주인구 및 유

동인구도 증가한다. 이와 같은 고밀개발과 피복도 증가는 열섬 현상을 강

화하는 요인이 된다. 여기서는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피복면적 변화를 유

추하기 위해 대지면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진주와 나주시의 대지 면적 변화는 [표 3-7]과 같다. 진주와 나주는 각각 

전체 대지 면적 대비 각각 15%, 7% 가량 증가하였다. 나주혁신도시 개발

규모는 7,300천㎡이며, 진주혁신도시는 4,093천㎡으로 나주시가 더 큰 규

모로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의 대지면적 증가가 나주시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혁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실제 대지

면적에서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토지이용에서의 가용지면적은 

대체로 유사한 비율로 개발된다. 따라서 여기서 발생한 대지면적 규모의 

차이는 지역 내 다른 개발사업이나 지목 변경에 따른 것으로 유추된다. 

즉, 진주시는 혁신도시 이외에 지역 내 신규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주시는 진주시에 비해 지역 내 개발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진주 나주

2013 (a) 21,874 22,105

2019 (b) 25,035 23,607

차이 (b-a) 3,160 1,501

변화율((b-a)/a) 0.145 0.068

[표 3-7] 토지지목 중 대지면적의 변화(2013~2019)           (단위: 천㎡)

  

토지이용에서 용도가 상향되거나 한번 피복이 된 지역은 다시 이전의 상

태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녹지나 오

픈스페이스로 변경되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따라서 도시의 기능이 쇠퇴

하고 이전보다 인구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미 개발이 된 지역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의 건조 환경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취약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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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적 및 도시지역의 확장은 열섬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확장됨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신시가지와 구도심지역은 열섬

현상이 상승하거나 유지되어 폭염에서의 노출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진주시는 혁신도시가 모도시 외곽에 인접하여 입지하고 있는데 이

는 도시지역이 확장됨을 의미한다. 도시지역의 확장됨에 따라 기존 도시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 열섬현상이 나타나는 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도심의 

열섬 강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Wang et al., 2016). 왜냐하면 기존 도시

의 외곽으로 고밀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몰 이후에 도심지

역의 열기를 해소할 만한 여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Sheridan and Dolney 

2002; Jendritzky, 2000; Vandentorren et al., 2004). 진주시는 혁신 도시 및 

다른 신규개발지역의 입지가 기존 도시지역과 연접해 있기 때문에 열섬강

화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나주는 신규개발이 적고, 혁신도시

가 기존 도심과 분리되어 있는 특성 때문에 진주시에 비해 열섬현상이 가

중되는 효과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취약계층 집적

앞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통해 신시가지 개발이 도심의 빈곤 집중

화를 가중시키고 노령 인구의 집적을 강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도시 내 인구 구조 변화 및 저소득층의 이동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노인인구 및 저소득층의 도시 내 집중도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엔트로피 지수, 지니집중계수, 로렌츠 곡선을 활용한다. 

엔트로피의 개념은 물리학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집중된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최대 집중된 상태와 분산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최대 엔트

로피는 각 동에 인구가 균등하게 배포되어 있다고 가정한 값이며, 특정도

시를 대상으로 분산 또는 집중경향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절대 

엔트로피를 활용한다(임은선 외, 2006).

절대 엔트로피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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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식(1)

이때,  H : 엔트로피

       n= 사례수(읍면동의 수) 

        : 분포의 비중(proportion)

이때 상대 엔트로피를 산출하기 위해 분포를 구성하는 사례수를 감안한 

최대 엔트로피를 산출한다. 최대 엔트로피는 n개의 사례수가 있을 때, 균

등분포를 이룰 때의 값이다. 

max 
  









 ln                                 식(2) 

이때,   max : 엔트로피 최대값

       n= 사례수(읍면동의 수) 

살펴본 바와 같이 엔트로피는 사례 수에 따라 최대 엔트로피 값이 달라

지므로 비교를 위해서는 상대 엔트로피 값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즉, 최

대치 기준 어느 정도 집중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상대엔트로

피 값을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기존의 읍면동의 수

가 변화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대 엔트로피 값으로 비교한다. 

 

  I = max - H                                        식(3) 

지니계수는 점유율에 대한 불평등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특히 

소득과 같은 불평등 분표에 대해 나타날 때 로렌츠 곡선과 함께 자주 사용

된다. 지니계수는 3가지의 다른 종류가 있다.  차별지수(Index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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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imilarity), 지니 집중계수(Gini’s Concentration ratio, GCR), 그리고 

GMD(Gini's Mean Difference)값이다(MacLachian & Sawada, 1997). 여기서

는 모든 분배에 있어서 편차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GCR의 값을 사용하기

로 한다. 지니 집중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식(4) 

이때,  = i 지역 인구의 누적비율 

       = i 지역 고용(취약계층)의 누적비율  

또 지니집중비율을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나타냄으로써, 총합된 계수에 

담지 못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진주시의 인구 구조 및 

저소득층 집적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3-8]과 같다. 상대 엔트로피를 살

펴보면, 노인인구와 저소득층 모두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분산되

어 있던 취약계층의 분포가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대엔트로피를 살

펴보면, 노인인구는 0.17에서 0.19로 증가하였고, 기초수급자는 0.38에서 

0.42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노인인구가 기초수급자에 비해 대체

로 전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반대로 기초수급자의 지

역 편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혁신도시 개발 이후 노인인구의 집적

에 비해 기초수급자의 집적 경향은 더욱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엔트로피 노인 기초수급자

2013
절대 3.19 2.99

상대 0.17 0.38

2019
절대 3.21 2.98

상대 0.19 0.42

상대엔트로피 증가 0.02 0.04

[표 3-8] 진주시 노인과 기초수급자 집중도 변화(2013~2019)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지니집중비율과 로렌츠 곡선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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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자. 노인인구의 로렌츠 곡선은 지역 인구 대비 해당지역의 노인인구비

율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완전평등선인 인구누적과 노인인구비율 누적

이 일치한 경우가 완전히 균등하게 분산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인구누적 

대비 노인인구(파란선)의 누적간의 면적이 증가할수록 노인 인구가 지역 

내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9]는 2013, 2019년도의 노인인구비율의 GCR값과 로렌츠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노인 인구 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살펴보면, 지니집중비율

이 0.59에서 0.61로 상승하였고, 로렌츠 곡선도 파란색 연결선이 아래로 늘

어져 불평등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노인인구 누적

을 보여주는 파란색 곡선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즉, 

노인인구 누적 그래프가 완만한 경사 구간과 급격한 경사 구간으로 구분

되는데 이는 노인인구비율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으로 구분됨을 의미한

다. 이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높은 노인인구 비율을 갖는 특성이 반

영된 것으로 유추되며, 노인 인구의 양극화된 특성 때문에 지니집중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된다. 

2013 2019

지니집중비율(GCR) : 0.59 지니집중비율(GCR) : 0.61

[표 3-9] 진주시 노인인구 분포의 불평등도

[표 3-10]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중도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니집중

비율이 0.30에서 0.33으로 상승하였음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엔트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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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집중비율, 로렌츠 곡선에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의 분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3 2019

지니집중비율(GCR) : 0.30 지니집중비율(GCR) : 0.33

[표 3-10] 진주시 기초생활수급자 분포의 불평등도

지역 내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노인인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변화율을 지도에 표기하였다([표 3-11] 참조). 붉은 색은 노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비율이 증가한 지역을 표기한 것이며, 파란색은 감소한 지역을 표기

한 것이다. 각 음영이 짙을수록 그 값이 커짐을 의미한다. 2013년과 2019년

도의 노인인구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진주시 도시 지역 중, 구시청 및 현시

청이 입지한 도심 권역을 중심으로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도시지역 외

곽은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정섭(201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여준다. 그는 진주시를 대상으로 인구 이동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30, 40대는 

택지지구 및 도시개발지역 등 신규 주택 공급지로의 이동 빈도가 증가하고 

이동 방향이 뚜렷함을 보였다. 반면, 고령인구는 전반적으로 이동 빈도가 감

소하고, 이동의 방향 즉, 유출과 유입지가 특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구도심과 구도심 권역의 노인 인구 집적은 노인인구

의 신규 유입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는 것임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이정섭, 2011). 진주시의 이와 같은 인구 특성 변화는 혁신

도시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진주시 도시지역 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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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신규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노인인구비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비교적 

젊은 계층이 신규개발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노인인구비율이 감소

되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서 구도심 권역을 중심으로 30-40대의 인구 유출과 그로 인한 인구 특성 변

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인 인구의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유

추할 수 있다. 혁신도시는 이와 같은 지역 내 인구 특성 변화를 더욱 가중시

켰을 것으로 유추된다.

진주시 

노인비율 

변화

진주시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변화

[표 3-11] 진주시 내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변화율(201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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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 비율은 구도심과 신규 개발지에서 전반에서 증가하였

으며 특히 신규개발지역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구도심 지역의 저소

득층 증가는 주거순환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양호한 주거지를 찾아 

중산층은 외부로 유출되었으나 보다 저렴한 주택을 찾기 위해 이주해 온 

저소득층 인구 이동이 증가하여 구도심 내 빈곤층이 집적하게 되는 것이

다(이외희 외, 2020). 반면, 신시가지에서도 저소득층의 비율 증가하고 있

는데, 공공택지 및 도시 개발 사업에서 임대 주택으로 공급되어 저소득층

이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공공택지개발 및 도시 개발 사업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신규개발지

역의 임대 주택 공급은 주거순환과정에 의한 구도심의 빈곤층 집중 현상

을 완화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나주시를 살펴보았다. 먼저 진주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노인인

구와 저소득층의 집중도를 살펴보았다. [표 3-12]는 노인비율과 기초수급

자비율의 엔트로피 값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상대엔트로피는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기초수급자의 집중 정도가 노인인구 대비 크게 증가하였

다. 노인 인구의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데, 이는 나주시 전

반에 걸쳐 노인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방향으로 동일하게 변화하였

거나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주시는 혁신도시의 규모가 크고 

이로 인한 인구이동 규모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노인인구가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증가했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구분 엔트로피 노인 기초수급자

2013
절대 2.90 2.87

상대 0.049 0.08

2019
절대 2.94 2.85

상대 0.054 0.15

상대엔트로피 증가율 0.005 0.07

[표 3-12] 나주시노인과 기초수급자 집중도(201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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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을 보면, 나주의 노인 지니집중비율은 0.302에서 0.363으로 불평

등도가 증가하였고, 특히 2019년도 로렌츠 곡선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점은  

빛가람동(혁신도시)이며 인구의 집중비율은 높으나 노인인구의 비율은 낮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진주시와 마찬가지로 나주시의 30-40대 위주

의 젊은 층이 혁신도시로 집중적으로 이동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2013 2019

지니집중비율(GCR) : 0.302 지니집중비율(GCR) :0.363

[표 3-13] 나주시 노인 분포 불평등도

기초생활수급자의 불평등도를 상대엔트로피를 통해 확인해 보자. [표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수급자의 상대 엔트로피는 0.07 상승하였

고, 이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14]에서 

지니집중비율과 로렌츠 곡선을 살펴보면, 2013년 기초생활수급자는 비교적 

전 지역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나 2019년에는 불평등도가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첫 번째 동의 낮은 비율이 두드러진다. 기초수급자의 로

렌츠 곡선에서도 첫 번째 표기된 동은 혁신도시(빛가람동)가 건설된 지역

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진주시와 달리 나주

시 혁신도시의 기초수급자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체 혁신도

시 개발 규모(인구규모)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할 수 있는 임대 주

택 공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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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9

지니집중비율(GCR) : 0.165 지니집중비율(GCR) :0.299

[표 3-14] 나주시 기초생활수급자 분포의 불평등도

노인인구 및 저소득계층 이동을 공간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인구는 나주

시 전반에 걸쳐 증가하였으며, 특히 시청 인접 지역에서 노인비율이 상대

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3-15]참조). 반면에 신규개발지역인 혁심도시

(빛가람동)와 남평읍에서는 노인인구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신규주태공급

이 있는 지역으로 젊은 층이 유입되어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앞서 진주의 사례처럼, 노인인구의 이동은 소극

적이고 방향성이 없지만 30-40대는 신규주택 공급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이

동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이정섭, 2011). 저소득층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시청이 인접한 도심지역과 남평읍(신규개발지역)에서 저소득층 비율이 증

가하였다. 이들 지역에서의 저소득층 비율 증가는 진주시와 마찬가지로 주

거순환과정과 임대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진주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 내에서도 임대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나, 혁신도시 

계획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택 공급 비율은 낮아 변화율이 

크지 않은 것으로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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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비율

변화율

기초생활

수급자비율 

변화율

[표 3-15] 나주시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변화율(2013-2019)

이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진주와 나주의 도시 특성 변화를 살펴본 결

과, 대지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폭염에서의 노출 강도가 높

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대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

으로 대지 면적이 증가는 인공 토지피복도가 증가, 이와 연결되는 도로 교

통망 및 인구밀도 증가를 수반한다. 이로 인해 도시지역 전반의 열섬현상

이 강화되며 폭염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특히 진주지역은 기

존 도심과 연접하여 크고 작은 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신규개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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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도시가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때문에 하나

의 거대한 도시지역이 형성된 진주는 기존의 열섬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Wang et al., 2016). 반면, 나주 혁신도시는 모도시

와 분리된 입지에 위치해 있고, 나주시의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역시 

모도시 및 혁신도시와 서로 독립된 위치에 입지해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각 지역이 열을 해소할 수 있는 녹지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열섬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유추된다. 

둘째, 구도심 및 구도심 권역에서 노인 및 저소득층의 집중도가 증가하

였다. 이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구도심과 구도심 권역에서 양호한 주거 공

급이 이루어지는 신시가지 개발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며, 주거순환과정

에 따라 저소득층이 유입된다. 특히 국내 30-40대를 중심으로 신시가지로

의 이동 방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에 남겨진 노인 

인구들의 비율은 점차 높아진다. 이는 진주와 나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저소득층 비율은 구도심과 더불어 신시가지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공공택지 및 도시 개발 사업 지구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구도심과 구도심 주변의 

노인인구 및 빈곤층의 집적 현상은 신규 개발이 활발한 진주시에서 더 경

향이 더 강화되고 있었는데, 신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선별적인 인구이

동이 누적되면서 구도심과 구도심 주변지역의 노령화와 빈곤집중 현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을 것으로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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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폭염취약성 변화

제1절 분석 방법 및 자료 구축

1. 분석 방법

1) 분석 모델

이 연구는 IPCC 제3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2001)에서 정의하는 취약성

개념틀을 기반으로 하고자 한다([그림 4-1]참조). 이 개념에 의하면, 기후 

변화에 대한 노출이 시스템의 민감도에 따라 잠재영향(potential impacts)

으로 나타나고,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적응 능력에 따라 최종적인 시스

템의 취약성이 결정된다(유가영․김진애, 2008). 즉, 취약성은 기후변화의 영

향에서 적응 노력이 실행된 후의 잔류영향(residual impacts)으로 정의될 

수 있다(유정민․윤순진, 2014; Kelly and Adger, 2000). 

출처:　IPCC(2001)

[그림 4-1]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도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1) 같다.

취약성(Vulnerability) = 위험(예상된 기후의 영향) - 적응      식 (1)

유가영･김진애(2008)는  Moss 등(2001)이 개발한  국가단위의 취약성-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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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성 지표 원형모형(Vulnerability-Resilience Indicator Prototype Model: 

VRIP model)을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하였는데, 이를 취약성-탄력성 지표

(Vulnerability-Resilience Indicator, 이하 VRI)로 명명하고 민감도지표, 적응

능력지표 및 기후노출지표들 간의 연산을 통해 도출하였다(유가영･김진애, 

2008). VRI는 각 변수들을 표준화한 후 민감도와 기후노출에 해당하는 변

수에 음의 부호를 부여하고, 적응능력에 해당하는 변수에 양의 부호를 부

여함으로써 취약성(음수)-탄력성(양수)라는 개념적인 방향을 설정한 것이

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합산하여 산술평균값을 구하였다. 결과

적으로 VRI는 식(3)과 같다(유가영․김진애, 2008). 

 

 

                                                            식(3)

이후 연구들에서는 VRI 모델을 기본으로 각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수정된 분석 모델들이 활용되었다. 최예슬 외(2018)는 취약성 분석에서 각 

지표들의 가중치를 평가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

였다. 이에, 복합지표를 구성하는 개별 지표(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의 대

리변수)의 가중치는 복합지표를 설명하는 변수 값들의 설명력을 통해 도

출하고,  복합지표(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의 가중치는 전문가 설문 등 정

성적인 접근 방식으로 도출하였다(최예슬 외, 2018).

   exp   ∩
  exp    ∩

식(4)

유가영․김진애(2008)의 VRI 모델은 민감도와 기후노출을 산술평균하였

다. 그러나 이는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의 가중치를 1:1:2로 고정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각 지표의 설명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예슬 외(2018)가 활용한 분석 모델을 기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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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되, 가중치의 산정 방법은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수들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2) 분석의 방법과 흐름

폭염취약성 지수의 도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대리변수의 선정 ② 자

료의 내적 일관성 검토 ③ 자료의 표준화 ④ 가중치 산정 ⑤ 지수화 및 폭

염취약성 지수 도출. 각 단계별 구체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리변수의 선정

폭염취약성 지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약성을 구성하는 하위항

목, 즉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지표를 설명하는 대리변수들을 선정해야 한

다. 대리변수는 주로 선행 연구를 통해 선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폭염취약

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하되, 실증연구들을 통해 설명력이 

높은 대리변수들을 선별하고자 한다. 대리변수의 선정은 지표 선정 부문에

서 보다 상세히 다룬다.

(2) 자료의 내적 일관성 검토

취약성의 하위항목을 구성하는 대리변수는 연구자의 임의적인 분류에 

의해 우선 선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신뢰도 분석이 필요하다. 실증연구

를 통해 대리변수를 선정하여 최대한 연구자의 임의적인 분류를 배제하였

다 하더라도, 대리변수에는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대리변수

의 일관성 검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군집된 지표의 내부 일관

성 검토를 위해 Cronbach’s alpha값을 분석한다. 지표를 구성하는 변수들

의 크론바흐 값이 0.6 이상일 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Cronbach’s Alpha         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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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표준화

취약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들은 서로 다른 범주와 단위를 가진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의 지표로 통합하기 위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각

기 다른 범주의 지표를 표준화하는 방법과 특성들은 [표 4-1]과 같다. 남기

표･김철희(2013)는 표준화 방법에 따른 기후변화 취약성 지수의 불확실성

을 분석하기 위해서 Z-스코어(Z-score), 순위매기기(Ranking), 스케일 재조

정(Rescaling), 기준선과의 차이(Distance to reference country)등 4가지 방

법으로 각 취약성 지수를 도출하고 결과들을 비교･검토 하였다. 이들은 표

준화 방법 중 Z-스코어 방법과 스케일 재조정법이 취약성 지수 분석에서 

유사한 결과 값을 도출하며, 단점이 적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취약성 

산정 시 적정한 방법으로 Z-스코어 방법과 스케일 재조정법을 제안하였다

(남기표･김철희, 2013).

구분 개념 특성 

Z-score법

․ 평균은 0, 표준편차는 1
․ 중심에서 높은 첨도를 보임.
․ 극값이 있을 경우, 표준화과정
에서 오차가 크게 발생

․ 지역 간 분포 유사
․ 표준정규분포에서 중심에 높은 밀
도
․ 극값 존재시 표준화 과정에서 큰 
오차 발생

순위법
(Ranking)

․ 지표들의 상대적 순위로 지표
화하는 방식
․ 고른 정규분포

․ 지역간 차이를 작게 나타내고 다
른 표준화 방법과의 차이 발생
․ 자료 간 수치 차이가 적거나 클때
에도 단순히 순위로만 비교되기 때
문에 절대값의 차이를 알 수 없음.

스케일 재조정법
(re-scaling
/min-max)

․ 지표의 범위를 기반에 둔 변환 
방법으로 0~1의 값을 가짐. 
․ 극값이 있을 경우, 표준화과정
에서 오차가 크게 발생

․ 지역 간 분포 유사
․ 고른 정규분포

기준선과의 차이
(Distance to 
reference country)

․ 기준으로 하는 대리지표에 대
한 측정지표의 비율을 이용

․ 중심에 값이 밀집
․ 기준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값에 영향을 미침

출처: 남기표․김철희(2013), 이제연(2016) 논문 재정리

[표 4-1] 지표의 표준화 방식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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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취약성 및 레질리언스 분석에서는 Z-스코어와 스케일 재조정

(rescaling, min-max)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들이다(이제연, 2016; 박한

나․송재민; 2014; 유가영․김진애, 2008; 이상혁 외 2015; Cutter & 

Derakshan, 2020). 이 연구에서는 스케일 재조정(rescaling, min-max)방법

을 통해 지표를 표준화하였다. 자료를 표준화하는 방법은 식(6)과 같다.

                   maxmin
min

                    식(6)

(4) 가중치 산정

취약성 평가에서의 각 지표들은 변이 차이가 존재한다. 유소민 외(2013)

는 취약성 분석에서 이러한 변이 차이가 반영되어야 보다 적절한 대응 대

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가중치 부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에는 전문가 설문 기반 방식, 회귀분석, 인자분

석, 엔트로피 등이 있다. 먼저, 퍼지집합이론이나 델파이 조사 등 전문가 

설문을 통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전문가들의 편견이 반영될 수 있

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유소민 외, 2013). 또한 회귀분석을 통

한 가중치 도출 방식은 종속변수가 존재해야 하는 한계를 갖는다(유소민 

외, 2013). 인자분석(factor analysis)은 여러 개의 변수들이 서로 어떻게 연

결되어 있는 지를 분석하여 변수 간 관계를 공동요인(내재적 차원)으로 설

명하는 다변량 분석기법이다(오소영 외, 2011). 이는 인자들의 고유치

(eigenvalue)가 1보다 큰 요인들을 추출하여 공통분산을 토대로 각 지표의 

가중치를 선정한다(이제연, 2015). 이러한 과정에서 설명력이 낮은 변수들

은 제외된다. 그러나 인자분석은 사례수가 최소 100개 이상일 때 권하는 

방법론으로서(이희연‧노승철, 2013), 각 사례지역의 행정구역수가 20~30여

개 수준인 이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중치 추출된 변수의 고유치   합계
각 변수의 공통성 

          식 (7)

한편 엔트로피에 의한 가중치 부여 방식은 열역학 이론에 기본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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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Claide Shannon에 의해 ‘정보 엔트로피’로 발전되었는데, 각 

정보 속성의 크기 분포를 기반으로 분산에 따라 엔트로피가 결정되는 방

법이다. 각 지표의 대안별 값의 응집도가 높을수록 엔트로피 값은 커지고 

반대로 흩어질수록 작아진다(김환석 외 2012; 이상혁 외, 2015). 엔트로피

를 통한 가중치 산정방법의 장점은 각 속성값에 의해 가중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되

기 어려웠던 AHP기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취약성 분석 분야에서는 

침수취약성 지표산출(박한나･송재민, 2014), 하천정비사업에 의한 낙동강 

유역 취약성 변화 평가(김환석 외, 2012). 호수위험지구 선정(최현일 외, 

2013), 대기오염 취약지역평가(이상혁 외, 2015)등에서 지표의 가중치 적용

을 위해 활용되어왔다. 이상혁 외(2015)에 따르면, 엔트로피 가중치 산정 

방식은 수리적 방법에 의해 지표의 가중치를 도출하여 비교적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연구자가 초기에 설정한 지표의 타당

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인자들의 고유치를 활

용한 인자분석의 경우 낮은 설명력의 변수들이 가중치 산정 과정에서 제

외되지만, 엔트로피 방식에는 별도의 선별 과정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지

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엔트로피에 의한 가중치 부여 방식을 사용하되, 앞서 언

급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다수의 선행연구와 실증연구에서 광범위

하게 합의를 이루고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하위 항목 변수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통해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부합되지 않는 

변수들은 제외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엔트로피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자료 행렬 구성 및 정규화

     - 행정구역별 분석변수 자료 행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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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8) 

     여기서,  m: 사례수 ;  n: 분석변수

     - 변수값의 정규화

           


  






                                         식 (9) 

       (=1,2...m;  =1,2..n)

  ② 정규화된 자료를 통한 엔트로피 산정

           
 



log                                  식 (10) 

          (log


   )

  ③ 엔트로피 가정치 산정

                                                 식 (11) 

          


  






                                      식 (12) 

(5) 하위항목의 지표화 및 폭염취약성 지수 산출

폭염취약성 평가를 위해 폭염취약성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인 노출 지표

(Exposure Index, EI), 민감도 지표(Sensitivity Index, SI), 적응능력 지표

(Adaptive Capacity Index, ACI)를 산출하였다. 지표화 방법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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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15)와 같이 각 지수별 대리변수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지표에 해당하는 대리변수의 수로 나누어준다. 단, 각 항목들의 변수들

이 폭염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경우 (+) 부호를 부여하고, 감소시키는 변수

는 (-)를 부호를 부여한다.

  ① 노출지표 산출

     




 × 

                    식(13)  

 

  ② 민감도 지표 산출

      




 ×

                   식(14)  

  ③ 적응능력 지표 산출

      




 × 

             식(15) 

폭염취약성 지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들의 지표들을 통합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변수별 가중치를 산정하였으므로 지표를 통합할 때 

하위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 식(16)과 같이 각 지표

들의 합산을 통해 폭염취약성 지수(Heat Vulnerability Index: HVI)를 산정

한다.

                               식(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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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선정 

기후 취약성 분석은 기후 영향의 종류에 따라 취약성을 평가하는 대상이

나 영역이 달라진다. 즉, 폭우와 범람과 같은 기후 영향은 인명피해와 더

불어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폭우 취약성 분석에서는 이와 관

련한 지표, 대리 변수들이 선정될 것이다. 폭염은 물리적인 피해보다는 건

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폭염 취약성 분석에서는 이와 연관된 대

리변수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폭우나 범람에 의한 물리적, 재산상 피해

는 저지대, 상습 침수 구역과 같이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상이 비교

적 명확하므로 변수를 선택하는데 용이한 측면이 있다. 반면, 폭염에 의한 

건강에의 영향은 다수의 연구자들 간에 높은 합의 수준을 갖는 대리 변수

들이 있지만, 그것이 실제 영향력 있는 변수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

가 있다. 

Lankao et al.(2012)은 기존의 폭염취약성 분석에서의 인위적인 지표 선

정 한계를 지적하면서, 폭염-건강 영향의 연관성 연구를 토대로 메타 분석

을 실시한 후 폭염취약성에서의 유의미한 지표를 도출하였다. 이들은 특히 

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등 다양한 지역을 대상

으로 폭염과 사망률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지표들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Lankao et al.(2012)의 연구 결과를 이 연구의 틀인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으로 재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출 지표에서는 노출의 강

도와 시기, 인구밀도가 연구자들 사이에서 합의 수준이 높았으며, 설명력

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2참조]). 여기서, 노출 강도는 높은 온도

에 노출되는 것이며, 노출 시기는 폭염의 발생시점이 통상적인 시점보다 

빠른지 혹은 느린지에 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폭염이 발생하는 시점보다 

앞서 발생하게 되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

문이다. 인구밀도는 높은 온도에 노출된 인구의 규모와 연관된다. 둘째, 민

감도에서는 연령, 성별, 기존의 의료상태, 교육수준, 소득, 빈곤, 외국인(소

수인종), 에어컨 및 주택의 질 등이 주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고령, 빈곤, 

낮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폭염에 더 취약한 특성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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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주거, 냉방여부, 생리적인 순응은 폭염취약성을 낮추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은 지역의 문화와 상황에 따라 여자, 남자의 사망

률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였다. 셋째, 적응능력에서는 사회적 자본 중, 사

회적 고립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연구 대

상 지역 혹은 연구자에 따라서 사회적 고립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기도 하여 고정적인 특성이나 방향성을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

다. 

이 연구에서는 Lankao et al.(2012)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들의 합

의 수준이 높고, 실증연구를 통해 설명력이 검증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검

토한다. 더불어, 국내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각 하위 지표별 변수

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때, 변수들의 검토과정에서는 폭염 취약성

과 건강에의 영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하되, 자료의 구득 가능성을 함

께 고려하였다. 

구분 주요 지표

노출
기    후 노출강도(+), 노출시점(+)

노출규모 인구밀도(+)

민감도 

연령(+), 교육수준(-), 빈곤(+), 주거의 질(-),

 기저질환(+), 인종(흑인)(+), 생리적 순응(-),

 냉방장치 (-)

적응

공공서비스 -

물리적 환경 -

사회적 자본 사회적 고립(고정적이지 않음)

출처: Lankao et al.(2012), p. 675을 중심으로 재구성

[표 4-2] 실증 연구를 통해 높은 설명력이 확인된 폭염 취약성의 지표

1) 노출(Exposure)

폭염취약성 연구들은 노출 부문에 주로 ‘특정 이상의 온도 지속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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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열대야 일수’등을 변수로 포함한다. 최근 연구들은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검

토하여 상대습도 및 불쾌지수, 열지수 등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의 폭염경보 시스템에 의하면 폭염은 33도 이상이 지속되는 날로 정의된

다. 이에 국내 폭염연구에서는 ‘33도 이상 지속일수’가 노출 변수에 포

함된다. 또한  여름철 최저기온의 상승은 낮 시간대의 고온보다 건강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여름철 최저기온이 25

도 이상인 일수(열대야 일수)도 주요한 노출 변수로 포함되고 있다. 상대습

도는 대기 온도와 상호작용하여 인체의 체감온도를 더욱 상승시키는 요인

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출변수에 포함되고 있

다. 국내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폭염취약성의 노출 변수로 포함된 변수들

을 정리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구분 폭염 노출 연구논문

외부 기온

최고기온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구유성 외
(2015) 

상대습도(%)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일평균 기온 최예슬 외(2018)

33도 이상 지속 
일수(폭염일수)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최예슬 외
(2018), 구유성 외(2015) , 고재경(2009), 이원
정 외(2013)

최저온도 25이상 
일수(열대야일수)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최예슬 외
(2018), 구유성 외(2015) , 고재경(2009), 이원
정 외(2013)

체감 기온

체감온도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불쾌지수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열지수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표 4-3] 폭염취약성 노출 변수

그러나 읍면동 단위와 같이 작은 공간단위를 다룰 때에는 이와 같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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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변수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읍면동 단위에서의 폭염 노출지표는 지

역 내 미세기후를 보다 상세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변수로 구성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작은 공간 단위에서의 미세한 온도 차이를 반영

하는 지표온도(Land Surface Temperature, LST)를 활용하고자 하며 구체

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표온도를 활용하는 것은 대기온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비해 미세

기후를 보다 잘 반영한다. Hulley et al.,(2019)은 LA의 폭염취약성에 대한 

연구에서 작은 공간단위의 열 노출변수는 LST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열섬 

효과로 인한 서로 차등한 온도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는 

측정방법에 기인한다. 즉 대기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장치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설치 지역의 온도를 기준으로 통상 보간법을 통해 그 

사이에 측정되지 않은 지역의 온도를 추정한다. 이 때, 온도 측정 장치가 

설치 된 간격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온도를 관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LST는 영상을 통해 미세한 기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

에 작은 공간단위에서의 연구에서는 LST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Wolf 

and McGregor, 2013; Madrigano, 2015; Inostroza, 2016).

둘째, LST를 노출변수로 활용하는 이유는 임계온도를 넘는 지역을 구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열 취약성이 높은 이유는 도시열섬

(Urban Heat Island, UHI)현상 때문이다. UHI(Urban Heat Island)는 두 가지

로 구분되는데 도시-농촌의 도시 표면온도의 차이를 뜻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세분화된 도시 온도인 미세도시열섬현상(micro-urban heat island)

을 의미한다. 미세기후는 대상지역의 피복, 인위적 열방출, 경관구성, 밀도 

등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Aniello et al., 1995; 

Dousset and Gourmelon, 2003; Smargiassi et al., 2008). UHI의 효과로 인해 

도시의 특정지역은 더욱 극심한 더위를 경험하지만 또 다른 인근지역에서

는 극한 기온이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온도의 차이는 건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임계온도에 도달하여 더욱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임계온도를 넘는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LST를 적용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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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몇몇 연구에서는 지표온도와 대기온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

데, 이 두 변수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Voogt and Oke, 

2003; Weng and Quattrochi, 2006; 지범준 외 2014). Johnson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도시열섬을 캐노피 차원(대기온도를 측정하는 높이 구분에서 

가장 낮은 차원, 즉 사람과 저층 건축물 수준의 높이)에서의 대기온도와 

미세기후차원의 LST로 구분하며2),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음을 보였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있다. 

지범준 외(2014)는 Landsat과 Modis의 위성영상을 통해 도출한 지표온도

(LST)와 AWS(Automatic Weather System, 방재기상관측장비)를 이용해 도

출된 대기온도를 각각 비교하였는데, 두 값은 0.8이상의 높은 상관성을 보

였다. 

LST가 갖는 한계도 있다. LST는 특정 시간에 촬영된 영상을 통해 도출

하는 온도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상변화에 따른 지표온도 변화를 관측하기

가 어렵다는 점이다(Johnson et al., 2012). 그럼에도 위에서 언급한 LST이 

주는 정보가 유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LST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LST의 평균온도, 평균 이상온도를 갖는 면적, 평균이상온

도를 갖는 면적 비율을 노출 변수로 활용한다. LST의 평균온도는 공간단

위 내 지표 온도 값이 갖는 면적과 온도를 곱하여 전체 면적을 나누어 산

출하는 값으로 평균온도가 높을수록 지역의 노출 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ST 평균온도이상인 면적은 지역 전체의 평균 온도 대비 높은 온도값을 

갖는 면적을 의미하며 이 면적이 넓을수록 지역의 폭염 노출 강도가 높다. 

2) 대기층의 열섬현상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개별 빌딩이나 나무 높이 정도의 즉, 

도시의 캐노피 층(UCL; Urban Canopy Layer)의 열섬현상을 관측하는 것으로, 마이크로 스

케일(microscale)이라 한다. 마이크로 스케일에서는 몇 백미터의 공간적 범위를 가진다. 두 

번째는 local scale 또는 Landuse Zone이라고도 불리며 몇 개의 미기후의 영향력들이 조

합을 이루는 것으로 수킬로미터의 범위를 갖는다. mesoscale은 도시전체(UBL, Urban 

boundary layer)를 뜻하는 범위로 microscale과 local scale이 공간적으로나 수직적으로 

확장된 개념이다(Roth, 2013). 다른 하나는 도시경계층(Urban Boundary Layer)으로 지붕

이나 지붕 이상에서 관측하는 것으로 확장된 지역연구에서는 최대 1.5km 이내의 대기층을 

포함한다(Van Hove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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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ST의 평균온도이상인 면적비율은 공간 단위 내에서 지표온도가 평

균보다 높은 면적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 전체 대비 고온이 발생하

는 면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 변수값이 높을수록 노출 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노출 수준을 반영하는 변수 이외에 국내 선행연구에서 폭염의 

노출부문의 설명변수로 사용된 변수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표 4-4] 참

조).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고온에 영향을 받는 규모를 고려하기 위하여 인

구수와 인구밀도를 변수로 포함하기도 한다. 고온에 많은 인구가 노출될수

록 잠재적으로 피해를 받는 규모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높은 인구

밀도와 유동인구 등은 주변보다 기온을 더 높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도에 포함되기도 한다. 즉 밀집도가 높아져 주변보다 높은 기

온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화면적, 하천 및 수계

면적비율과 녹지비율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도시미세기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로 노출 강도와 연관된다.

항목 대리변수 문헌

총량

총인구수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최예슬 외(2018)

인구밀도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최예슬 외(2018), 
고재경(2009), 이원정 외(2013)

토지이용

(주로 

적응능력에 

포함)

도시화 면적 비율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하천 및 수계면적비율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녹지비율
구유성 외(2015),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최예슬 외(2018), 고재경(2009), 이원정 외(2013)

[표 4-4] 선행연구에서의 폭염취약성 노출 대리변수

앞서 언급했듯이, LST는 이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특성, 녹지수준, 피복

도, 건축특성, 도로, 밀도 등에 의해 발생되는 열섬현상 등이 반영된 온도 

값이다. 때문에 지표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포함할 경우 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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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의 변수 중에

서 노출과 관련한 변수는 제외하기로 한다. 다시 정리하면, 이 연구에서는 

LST를 노출 변수로 선정하면서 온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제외하기로 

하였고, 이에 기존 연구에서 민감도 및 적응능력에 포함되었던 온도에 영

향 미치는 토지이용 변수들, 노출 규모에 해당하는 인구수 및 인구밀도 변

수들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2) 민감도(Sensitivity)

이론적 배경과 Lankao et al.(2012)의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폭염취

약성에서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지표는 민감도이며, 그 중에서도 사회경

제적 조건을 반영하는 변수들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난다. 국외 선행 연구

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표 4-5]와 같이 도출된다. 다만, 연령, 언어/인종, 

경제적 수준, 물리/환경 부분에서의 주요변수들이 국내 연구와 어떻게 연

결될 수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분 대리변수

연령 고령화, 고립도

인종/언어 외국인 (특정인종)

경제적 수준(개인/집단) 소득수준, 교육수준, 실업률

경제적 수준 상가공실률

물리/환경 건축 노후도(주택특성), 녹지면적, 피복도, 토지이용

출처: Uejio et al., 2011; Johnson et al., 2012; Hattis et al.,2012; Nayak et al., 
2018,  Zanobetti et al., 2013, Lankao et al., 2012; Browning et al.,2002, 
Klinenberg, 1999

[표 4-5] 실증 연구를 통해 높은 설명력이 검증된 사회 경제적 지표

기존의 국내 폭염취약성에서 다루었던 민감도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표 4-6] 참조). 민감도의 하위 항목은 주로 취약집단, 

경제적 특성, 물리적 특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취약집단에는 고령인구, 

유년인구,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 야외 노동자, 저소득층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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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구, 장애인과 외국인이 포함되며, 취약집단의 비율이 높을수록 폭염취

약성이 높아진다. 지역 내 경제적 특성도 반영되는데, 여기에는 영유아 및 

노인부양비와 자동차등록비율이 포함되었다. 영유아 및 노인부양비가 높

을수록 지역 내 경제 부담이 높아 취약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자동차 등

록비율은 지역 내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대리변수로 사용되었다. 물리적 특

성 부문에서는 주로 건축노후도와 도로 면적이 포함되었다. 단열 기능이 

취약한 노후 건축물이 높은 온도에 노출되었을 때 주택 내부의 온도가 높

아질 수 있으며, 냉방 및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실외보다 

높은 온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김대수 외, 2020). 도로 면적이 클수록 해

당지역으로의 접근이 많음을 의미하며, 이는 건축이나 인구의 높은 밀도와 

연관된다. 

항목 민감도의 대리변수 문헌

취약집단

65세 이상 인구비율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최예슬 외(2018), 
고재경(2009), 이원정 외(2013), 심혜영 외(2020), 
Garssen et al.(2005), Wolf and 
McGregor(2013), 박두선 외(2017)

5세미만 인구비율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최예슬 외(2018), 
박두선 외(2017)

독거노인 비율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최예슬 외(2018), 
고재경(2009), 이원정 외(2013)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최예슬 외(2018), 
이원정 외(2013),  Kinenberg(2003), Fouillet et 
al.(2006), 박두선 외(2017)

야외노동자 인구비율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최예슬 외(2018)

저소득층 노인 비율
최예슬 외(2018),  Kinenberg(2003), Fouillet et 
al.(2006)

장애인비율
최예슬 외(2018),  Kinenberg(2003), Fouillet et 
al.(2006)

외국인 비율 Cutter et al.(2003)3), 신호성․이수형(2014)

경제적 

특성

영유아 부양비 최예슬 외(2018)

노인부양비 최예슬 외(2018)

자동차등록비율* 오수현 외(2012), 이상혁 외(2015)

물리적 

특성

도로면적 NIER(2012), 이원정 외(2013)

노후건축물 고재경(2009), 이원정 외(2013)

[표 4-6] 선행연구의 폭염취약성 민감도 대리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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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폭염취약성에 대해 설명력이 높은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국

내 실증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임연희(2017)에 의하면 온열질환에 의한 입

원, 외래, 응급실 방문은 65세 미만이 많으나, 사망자수는 65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남을 보여, 연령과의 관계성을 보였다. 

원주성 외(2020)은 폭염취약성을 중심으로 도시 쇠퇴 진단지표선정을 위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때, 종속변수를 온열질환자수로 두고, 노출, 민감

도(사회경제, 물리적 부문), 적응능력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온열질환자수는 독거노인비율, 기초생활수급자비율, 야외근로자비율, 녹지

면적비율과 매우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노출부문인 33도 이

상인 날과는 매우 약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령, 저소득계층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노출과 대비하여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국외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김대수 외(2020)는 폭염발생시 고령층(저소득) 주택 내부의 실

내온도가 외부온도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낙후된 주거특성

이 폭염강도를 체감적으로 더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주미(2021)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주거 실태를 확인하였는데, 국내 이주 

노동자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가 절반이상이며, 주거 형태로는 비거

주용 건물 내 공간이거나 가건물, 불량주택, 컨테이너 등인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한국어 능력이 매우 낮았다. 이는 국외 연구에서 

확인한 인종/언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비율을 취약성 분석에서 포

함할 근거가 된다. 국내 연구에서 외국인을 포함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

만, 그들의 특성이 국외문헌에서 제시된 것과 유사하며,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폭염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들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표 4-7]참조).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민감

도 부분의 변수로 국내외 연구결과를 준용하되, 국내에 구득 가능한 변수

로 구성한다. 여기서는 [표 4-7]에서 볼드체로 표기된 변수를 민감도의 대

3) Cutter et al.,(2003)은 인종이 민감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그 이유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외국인비율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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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변수로 사용한다.

구분
민감도 변수 선정

항목 선행연구의 대리변수

취약

집단

연령 /고립도 고령화, 고립도 노인인구, 독거노인

인종/언어 외국인(소수/특정 인종) 외국인

경제적 수준

(개인/집단)
소득수준, 교육수준, 실업률 기초생활수급자

지역 경제 상업활성화 상업 고용자수 상업고용자수

 물리

/환경

물리적 특성 건물 노후도 건축노후도

열취약 특성* 녹지면적, 피복도, 토지이용 -

*물리환경 특성 중 폭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제외함.

[표 4-7] 민감도 변수 선정

3) 적응능력(Adaptive Capability)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 폭염 취약성 적응능력 지표의 대리변수를 검토한 

결과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지역의 경제력 및 재

정능력을 보여주는 대리변수인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과 재정자립도이다. 둘째,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 사전 예방 시설 등과 관련한 것이며, 폭염쉼터, 보건인력, 보건소 및 

병상 수, 응급의료기관 등의 대리변수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기후노출의 

영향을 주는 지역의 특성을 포함한다. 폭염의 경우 도시면적(피복도), 녹지 

및 하천지역에 따라 지역의 온도가 민감하게 변하므로 이를 적응 능력에 

반영한 것이다(고재경·김희선, 2011; 이제연, 2015; Cutter et al., 2010; 

Center, 2002). 다만, 녹지면적 비율은 폭염 노출 수준을 저감하기도 하지

만, 그 자체가 폭염 쉼터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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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응능력 대리변수 연구 논문

경제력

지역 내 총생산 GRDP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고재경(2009), 이

원정 외(2013)

재정자립도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고재경(2009), 이

원정 외(2013)

대응기관 

및

인력

보건인력 비율
구유성 외(2015),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최예슬 외(2018)

폭염 쉼터 최예슬 외(2018),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노인 휴게 시설 최예슬 외(2018)

공종보건시설 수 최예슬 외(2018), 고재경(2009), 이원정 외(2013)

병원 병상수 최예슬 외(2018), 고재경(2009), 이원정 외(2013)

인구당 응급의료기관 수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고재경(2009), 이

원정 외(2013)

인구당 소방서 인력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토지이용

도시화 면적 비율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하천 및 수계면적비율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녹지비율
구유성 외(2015),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최예슬 외(2018), 고재경(2009), 이원정 외(2013)

환경부(2019), 원주성 외(2020) 원문에서는 취약성이라는 하위항목으로 분류하였으나, 여기

서는 적응능력으로 구분함.

[표 4-8] 선행연구의 폭염취약성 적응능력 대리변수

먼저, 지역의 경제력 및 재정자립도를 살펴보았다. 지방정부의 재난에 

대한 회복능력의 차원에서 지역 경제와 재정능력은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폭염에 의한 취약성은 외부의 물리적인 충격이나 손실에 대한 영향보다는 

주로 건강과 관련된 영향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지역의 재정자립도 자

체가 현재 폭염취약성의 적응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 이는  

건강에의 영향이 사후적으로 지역의 재정 능력에 따라 회복되는 특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폭염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잠재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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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본다면 포함되어야할 지표이지만, 지역의 경제적 우수함이 기후적

응이나 대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지역의 폭염취약성 적응능력은 여전히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경제력 및 재정자립도 중 

실제 지역 내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폭염에 대응하고 있는 현재 능력(수준)

을 포함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대응기관 및 인력에 관한 것으로서 크게 사전적 예방과 사후

적 대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사후적 대응으로는 공공 보건 인력, 보

건시설, 병원 병상 수, 응급 의료 기관과 소방 인력이 포함될 수 있다. 공

공보건 및 소방인력은 폭염에 있어서 의료 및 응급대응과 연관이 되는데, 

여기서는 민간에서 공급하는 서비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후적 

대응이 공공의료기관과 인력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지역 내 병원 병상수를 변수로 사용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을 함

께 고려하도록 한다. 다만, 읍면동은 작은 공간단위로 서로 인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인구당 병원 병상수 산출시, 병원이 입지한 행정동과 바로 인

접한 읍면동의 인구를 합산하여 병상수를 산출함으로써 실제 이용가능성

에 중점을 두었다.

폭염의 사전적 예방을 위하여, 지역 공무원은 지자체의 폭염 특보에 따

라 취약계층 대상 관리(비상연락체계 작동), 폭염 정보 전달체계 작동 및 

폭염쉼터 재정비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2018년의 여름 

폭염이 증폭되면서 정부는 행정안전부 자체의 폭염대책본부를 8개부처 2

개청을 포함하는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

의 폭염 대책 마련도 폭염쉼터를 넘어, 주거, 도로, 일자리, 취약계층 돌봄, 

전달체계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행정안전부 보도자

료(2018.08.03.). 이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지역 내 동원 가능한 공무원 

수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 대비 공무원 수를 

지자체의 적응능력 대리변수에 포함하기로 한다. 더불어 예방적 시설로 폭

염쉼터와 노인휴게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폭염쉼터는 여름철에 한정적

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주로 노인 인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노인 

여가 시설, 공공시설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실제 이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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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노인 인구 대비 쉼터수를 적응능력 대리변수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폭염 노출 지표에서 이미 검토하였듯이 폭염에 영향을 미치

는 토지이용부문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LST와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에 포함된 변수를 제외하기로 하였다. 다만, 

녹지면적은 폭염을 저감하는 용도이기도 하지만, 지역 내 폭염쉼터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폭염의 대피 및 쉼터의 기능 측면에서 녹지

면적을 적응능력 대리변수에 포함하기로 한다.

적응능력지표의 대리변수를 종합하면 [표 4-9]와 같다.  

구분 적응능력 대리변수 적용

적응능력

노인인구대비

폭염 쉼터

노인인구 1,000명당 폭염쉼터

(쉼터를 이용하는 정책대상인구를 중심으로 변수 구성)

인구 대비 병상수
인구 1,000명당 병상수

(병원입지한 지역의 인접 행정지역을 포함하여 병상수 산정)

녹지비율 녹지면적 / 행정지역 면적

인구 천명당 

공무원수
공무원수 / 인구수 * 10000

[표 4-9] 폭염 적응능력 변수 설정

4) 지표 선정 

각 하위 지표별 대리변수는 [표 4-10]과 같으며 폭염취약성 증가와 관계

되는 변수는 (+), 저감과 관련되는 변수는 (-)로 방향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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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리변수 방향

노출

지표평균온도 (+)

LST 평균이상면적 (+)

LST 평균이상면적 비율 (+)

민감도

인구

사회

노인비율 (+)

기초생활수급자비율 (+)

외국인비율 (+)

독거노인비율 (+)

물리 노후건축비율 (+)

경제 도소매숙박 고용자수 (-)

적응능력

노인인구천명당 폭염 쉼터 수 (-)

인구 천명당 병상수 (-)

녹지비율 (-)

인구 천명당 공무원수 (-)

[표 4-10] 지표의 최종 선정

3. 자료 수집

도출된 변수의 자료 출처와 시간적 범위는 [표 4-11]과 같다. 자료의 기

후노출과 녹지면적 등은 USGS 웹페이지(https://earthexplorer.usgs.gov/)에

서 제공하는 위성사진(landsat 8+)을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각 도시 별 지

역통계, 사업체통계조사를 기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필요한 경우, 정

보공개포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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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리변수 시간 자료 출처 

노출

지표평균온도 2013, 2019, 2020
USGS 웹페이지

Landsat 8+

LST 평균이상면적 2013, 2019
USGS 웹페이지

Landsat 8+

LST 평균이상면적 비율 2013, 2019
USGS 웹페이지

Landsat 8+

민

감

도

인구

사회

노인비율 2013, 2019 지역통계 2014, 2020

기초생활수급자비율 2013, 2019 지역통계 2014, 2020

외국인비율 2013, 2019 지역통계 2014, 2020

독거노인비율 2013, 2019 지자체 자료청구

물리 노후건축비율 2013, 2016 국토교통부쇠퇴진단표

경제 도소매숙박 고용자수 2013, 2019 지역통계 2014, 2020

적응능력

노인인구 천명당 폭염쉼터 수 2013, 2019
진주, 나주 웹페이지 및 

자료청구

인구 천명당 병상수 2013, 2019
지역통계연보(광주, 나주), 

진주시 자료청구

녹지비율 2013, 2019, 2020
USGS 웹페이지

Landsat 8+ 

인구 천명당 공무원수 2013,2019 지역통계 2014, 2020

[표 4-11] 변수 요약

지역별 폭염 쉼터는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즉 노인여가 및 복지시

설들을 활용한다. 따라서 노인경로시설, 노인휴게시설 등을 폭염쉼터수로 

보았다. 다만, 진주시는 2013년 자료가 부재하여, 2015년의 경로당의 자료

로 대체하였다. 읍면동 단위 장애인수는 진주시청 웹페이지에서 2013년 과 

201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통해 각 변수들의 최종 값을 [표 4-12]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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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리변수 적용

노출

지표평균온도 -

LST 평균이상면적 표준편차로 등급화된 면적 중 평균 이상 면적 합

LST 평균이상면적 비율 LST 평균이상면적 / 전체면적

민
감
도

인구
사회

노인비율 65세 이상 인구수 / 해당 읍면동 인구

기초생활수급자비율 기초생활수급자가구수 /해당 읍면동 가수수

외국인비율 외국인 수 /해당 읍면동 인구

독거노인비율 65세이상 단독세대수/해당 읍면동 인구

물리 노후건축비율
노후건축물 수 / 총 건축물 수
(2013, 2016년 기준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

경제 도소매숙박 고용자수 산업분류상 도소매, 숙박 고용자수의 합

적응 능력

노인 천명당 폭염 쉼터수
(노인경로시설, 노인휴게시설 수 등 폭염쉼터
*1000)/ 노인인구수

인구 천명당  병상수 병상(bed)수*1000 / 인구수

녹지비율 녹지면적 / 행정지역 면적

인구 천명당 공무원수 읍면동 공무원수 / 인구수 *1000

[표 4-12] 폭염취약성 분석의 변수 도출

 

다음으로는 위성 영상(Landsat 8+)을 통해 산출된 기후 노출 대리 변수

값과 녹지 면적 비율의 도출 과정을 설명한다.

1) 기후 노출 변수 도출

폭염취약성 노출 변수인 지표평균온도, 평균이상 지표온도 면적, 평균이

상 지표온도 면적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표온도를 도출해야 한

다. 지표온도 산출 방법은 Landsat 8+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영상을 처리하

는 방식이다. LST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점의 여름철 위성 영상 중 



97

강수가 없고, 구름양이 적은 날에 촬영된 영상을 찾아야 한다. 위성영상은 

USGS 웹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진주와 나주는 같은 도면상에 존재

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 상태가 동일한 같은 시점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

다. 2013년은 8월 8일은 기온이 높고, 구름양이 적어 지표면 온도를 관측

하는 band 10의 정확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지표면의 온도를 

산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도의 8월 위성영상은 구름의 양이 많아 

지표면의 온도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이에 6~9월의 위성영상을 추가로 활

용하였으나 대부분 운량이 많아 지표온도를 산출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다

음해인 2020년도 6월 8일의 영상이 운량 및 강수 수준이 적어 적합한 것으

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지표온도를 산출하였다. 동일한 방법으

로 김천과 원주의 위성영상 자료를 각각 확보하였다([표 4- 13] 참조). 이 

연구는 지표 온도의 절대적인 수치로서의 의미보다는 연구의 공간단위별 

상대적 크기 차이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시점의 영상자료 사

용이 가능하였다. 

영상 촬영 날짜 지역
평균기온

(℃)
최고 /최저

(℃)
강수/평균운량

2013

2013. 8. 8
진주 29.6 35.4 / 24.6 - / 0.0

나주 30.1 35.7 / 26.3 - / 3.3

2015. 5. 26 김천 25.9 34.0 / 16.8 - / 0.0

2015. 9. 15 원주 20.4 27.0 / 14.4 - / 0.0

2019

2020. 6. 8
진주 23.1 32.2 / 14.1 - / 0.1

나주 26.0 33.7 / 19.5 - / 0.0

2020. 6. 8 김천 26.0 34.0 / 18.7 - / 0.4

2020. 9. 28 원주 18.0 25.0 / 12.2 - / 1.3 

- 출처: 기상청 날씨누리 웹페이지
- 위성영상에서 전주와 나주는 같은 영상사진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각각 날짜가 동일하지만, 김천과 

원주는 서로 다른 영상사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의 상태가 양호한 다른 날짜를 선택하였다. 

[표 4-13] Landsat 8+의 연구 대상 지역의 위성영상 촬영날짜와 기상

지표 온도는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식(17),(18),(19), 

(20),(21),(22),(23)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고영주･조기환, 2020; Yu et 

al., 2014; Peng et al., 2018; USGS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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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기상층부의 센서 복사량(Lλ) 산출

       ×             식(17)

   이때,  

   Lλ=대기상층부(Top of Atmosphere: TOA)에서의 복사량

(Watts/(m2×srad×μm)),  

   ML = Radiance multiplicative Band(No,),  0.0003342

   AL =Radiance add Band(No,),  0.10000

   Qcal= 영상 픽셀 값 Quantitized and calibrated stadard product pixel 

values(Digital Number: DN)

   Oi = Band 10의 보정계수, 0.29

② 대기의 밝기온도(Top of atmosphere Brightness Temperature(℃): BT)

를 계산

     
Ln





 B        식(18)

    이때,

     K1= K1 constant band , 774.8853

     K2= K2 constant band, 1321.0789

    관측 온도를 섭씨온도(°C)로 바꿔주기 위해 273.15 차감.

③  식생지수, NDVI(No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기반으로 한 

방사율 추출; 4번 밴드(Red)과 5번 밴드(NIR)를 활용해 NDVI 값을 계산

      


     식(19)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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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 = Red band에서의 DN Value

   NIR = DN Value에서의 Near-Infrared band

④ 식생비율(Proportion of Vegetation: Pv)

      max m in 

 m in  


                             식(20) 

   이때,

   PV= 식생비율(Proportion of Vegetation)

⑤ 식생비율(Pv)을 활용해 열적외선 영상의 지표방사율(Land Surface Emissivity: ε)

    ε=0.004×Pv+0.986                             식(21)

    이때, 

    ε = 지표방사율 

    PV= 식생비율, 0.986 

⑥  지표온도 (Land Surface Temperature, LST)　계산

       


×
× ln


    식 (22)

  BT= 대기의 밝기온도(Top of atmosphere Brightness Temperature(℃):

  λ = 방출된 열의 길이(wavelength of emitted radiance), 밴드 10에서는 10.8

  E= Land Surface Emissivity

  c2 = 14388

    여기서 , 

      c2=hcσ=1.438×10−2mk   식 (23)

    이때, 볼츠만상수(Boltzmann constant),  σ=1.38×10−23 J/K, 

         플랑크상수(Planck’s constant) h= 6.626×10−34 Js, 

         빛의 속도(Velocity of light)c= 2.998×108 m/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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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지역별 지표 온도를 산출하였다. 결과는 [표 

4-14]와 같다. 지표 온도를 살펴보면 혁신도시와 주변부의 2020년 지표온

도가 2013년 대비 뚜렷하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013 2020

진

주

나

주

[표 4-14] 진주와 나주의 지표 온도 산출(2013, 2020)

한편 각 지역의 공간 속성 자료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취득하여 활용

하였다. 경계 자료를 기준으로 각 읍면동의 노출 부문 변수 값인 ① 지표

면 평균온도, ② 평균이상 지표온도 면적 ③ 해당 읍면동 면적 대비 고온 

면적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평균온도 이상 

지역 면적의 변화가 뚜렷이 관찰되고 있다([표 4-15] 참조). 나주와 진주는 

평균 이상 온도를 나타내는 면적이 각각 3.09%p, 0.58%p 수준으로 증가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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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나주
2013 (a) 5.93 6.83
2020 (b) 9.02 7.41
변화(a-b) 3.09 0.58

[표 4-15] 지표면의 평균 온도 대비 +1std이상 온도를 갖는 면적 비율          (단위: %) 

이를 통해 도출한 진주와 나주의 폭염 노출 변수의 값은 [표 4-16], [표 

4-17]과 같다.

 

2013 2019

온도(변수) 평균이상면적
평균이상
면적비율

지표온도 평균이상면적
평균이상
면적비율

문산읍 24.50 2,337,425 0.06 28.6   4,504,918 0.12

내동면 24.50 215,314 0.01 26.8     880,496 0.03

정촌면 25.30 2,613,478 0.10 29.5   4,462,793 0.17

금곡면 23.90 315,959 0.01 27.3    1,574,193 0.04

진성면 23.30 852,129 0.02 27.6 1,650,674 0.05

일반성면 24.10 126,739 0.01 28.2 872,801 0.04

이반성면 24.60 1,041,477 0.02 27.2 968,861 0.02

사봉면 21.70 22,372 0.00 28.2 1,495,537 0.05

지수면 23.80 346,547 0.01 27.6 1,083,197 0.03

대곡면 24.00 2,367,977 0.04 27.9 5,174,635 0.09

금산면 25.40 4,894,073 0.15 29.5 7,007,744 0.22

집현면 23.30 270,622 0.01 27.2  2,847,432 0.06

미천면 20.90 0 0.00 26.3  150,734 0.00

명석면 22.90 0 0.00 25.6  399,162 0.01

대평면 24.20 1,222,216 0.03 24.8  621,183 0.02

수곡면 25.00 3,100,413 0.07 26.7 3,200,413 0.08

천전동 26.20 2,205,882 0.34 30.4 2,276,452 0.35

성북동 28.70 980,318 0.77 36.6 1,003,600 0.84

중앙동 28.00 1,125,503 0.55 33.2 1,110,152 0.55

상봉동 25.90 813,407 0.31 32.3  1,109,694 0.43

상대동 29.10 2,283,037 0.70 35.2 2,324,774 0.74

하대동 27.00 1,402,010 0.48 33.1  1,715,142 0.58

상평동 30.00 2,372,036 0.78 36.8  2,611,870 0.86

초장동 25.40 2,006,952 0.16 30.0 3,529,890 0.29

평거동 26.50 1,258,448 0.32 31.3 1,490,821 0.37

신안동 28.60 962,234 0.43 34.2 995,823 0.45

이현동 25.00 671,698 0.12 29.2  995,916 0.17

판문동 24.50 676,314 0.04 26.5  1,173,711 0.08

가호동 26.20 2,502,416 0.29 31.8 3,161,810 0.36

충무공동 28.60 3,301,130 0.81 33.3  3,901,130 0.95

[표 4-16] 진주시 폭염 노출 변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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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9

온도(변수) 평균이상면적
평균이상
면적비율

지표온도 평균이상면적
평균이상
면적비율

남 평 읍 24.8 6,123,347 0.11 32.7 2,782,012 0.05

세 지 면 25.1 3,089,872 0.1 35.7 2,205,751 0.07

왕 곡 면 24.2 1,255,014 0.04 35.5 4,969,749 0.16

반 남 면 24.2 762,611 0.04 37.3 1,591,956 0.08

공 산 면 24.4 1,321,009 0.04 35.4 2,237,584 0.07

동 강 면 24.0 704,937 0.02 33.5 1,572,587 0.03

다 시 면 23.1 396,732 0.01 32.5 1,772,813 0.03

문 평 면 23.8 1,381,524 0.03 32.3 1,205,318 0.03

노 안 면 24.8 3,998,840 0.09 34.4 2,080,865 0.05

금 천 면 24.7 2,490,961 0.09 36.3 2,542,601 0.09

산 포 면 25.4 4,622,747 0.23 37.4 4,474,309 0.22

다 도 면 24.1 1,924,079 0.03 30.9 400,707 0.01

봉 황 면 24.8 3,960,504 0.07 33.5 1,948,944 0.03

송 월 동 26.0 2,000,439 0.42 47.8 1,869,197 0.39

영 강 동 24.3 722,022 0.1 42.5 668,911 0.10

금 남 동 23.9 1,250,617 0.11 36.0 1,529,265 0.13

성 북 동 24.6 1,039,208 0.13 42.0 1,454,946 0.18

영 산 동 24.2 697,284 0.05 38.8 1,124,910 0.08

이 창 동 24.0 734,574 0.05 35.0 3,028,166 0.20

빛가람동 26.5 3,584,357 0.49 41.2 5,623,072 0.77

[표 4-17] 나주시 폭염 노출 변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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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 면적 비율 산출

녹지면적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성자료를 통해 녹지 피복 부

분을 구분하여야 한다. 위성사진 landsat 8+의 band1~band10을 자료로 사

용하였으며, 지표온도를 산출한 날과 동일한 일자의 영상을 활용하였다. 

토지 피복 산출은 영상 사진을 기반으로 수변, 녹지, 건물, 농지 등이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지표 색상 조합을 활성화하여 해당 용도의 색상을 추출

해 내고 이를 종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건축물(도시)의 색을 두드러지

게 해 주는 색상 조합은 band 7, 6, 4번이며 이를 활성화하여 건축물의 레

이어를 추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도시의 녹지 면적을 추출

하였다([표 4-18]참조). 

적 용 위성영상 밴드의 조합

도시지역 : 푸른 보라색으로 표현 7 6 4

초목: 붉은색의 계열로 표현 5 4 3

농지: 농지지역은 밝은 황색으로 표현됨 6 5 2

수변: 수변 공간이 다른 지역 대비 확연히 드러남(어두운색) 5 6 4

출처: Acharya & Yang(2015), p9.에서 인용

[표 4-18] Landsat 8+의 밴드 조합에 따른 토지이용 구분 

녹지지역은 [표 4-19]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영상을 활용하면 건물, 녹

지, 경작지, 나대지, 수변 등 상세한 피복도를 구축할 수 있다. 여기서는 수

변, 녹지, 인공 피복이 된 지역으로 간단히 구분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녹지면적만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용도지역 혹은 지목의 녹지면적

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원, 녹지, 재배지역은 용도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포함되어 있고, 특히 공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조경 등의 형태로 포함된다. 또, 재배지역 중 온실재배지는 녹지면적으로 

보기 어렵다([표 4-20] 참조). 오히려 재배기간에는 온도를 인위적으로 높

이거나 외부와 분리되어 외부보다 온도가 높아지기 쉽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는 온실재배 지역이 많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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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위성사진 녹지지역

[표 4-19] 위성사진과 녹지지역 추출 영상

 

위성사진의 온실 재배지 녹지면적에서 제외된 영상

[표 4-20] 용도와 실제 피복과의 관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읍면동 단위에서의 녹지 면적 비율을 최종적으로 산

출하였으며, 각 지역별 변화는 [표 4-21]과 [표 4-22]와 같다. 진주의 녹지

면적은 연구대상 기간 동안 전체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무공동

은 혁신도시가 건설된 지역으로 녹지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13년 혁신도시 지역의 부지조성공사로 인해 녹지 면적이 거의 없

었다가 혁신도시가 준공되면서 공원, 가로수 등이 정비되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표 4-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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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적(㎢) 2013 (%) 2019 (%) 변화율(19-13) 녹지면적 변화(㎢)

문산읍 37.19 0.91 0.88 -0.03 -1.1157

내동면 32.12 0.87 0.88 0.01 0.3212

정촌면 26.74 0.87 0.84 -0.03 -0.8022

금곡면 39.84 0.94 0.9 -0.04 -1.5936

진성면 36.32 0.94 0.93 -0.01 -0.3632

일반성면 19.45 0.94 0.92 -0.02 -0.389

이반성면 42.58 0.94 0.93 -0.01 -0.4258

사봉면 31.97 0.94 0.9 -0.04 -1.2788

지수면 30.97 0.91 0.89 -0.02 -0.6194

대곡면 55.87 0.89 0.85 -0.04 -2.2348

금산면 32.31 0.77 0.74 -0.03 -0.9693

집현면 46.24 0.95 0.92 -0.03 -1.3872

미천면 54.63 0.98 0.97 -0.01 -0.5463

명석면 69.32 0.97 0.96 -0.01 -0.6932

대평면 41.05 0.69 0.69 0 0

수곡면 42.60 0.89 0.89 0 0

천전동 6.46 0.54 0.56 0.02 0.1292

성북동 1.19 0.14 0.13 -0.01 -0.0119

중앙동 2.03 0.42 0.44 0.02 0.0406

상봉동 2.61 0.63 0.63 0 0

상대동 3.16 0.28 0.29 0.01 0.0316

하대동 2.94 0.48 0.49 0.01 0.0294

상평동 3.05 0.09 0.13 0.04 0.122

초장동 12.27 0.78 0.76 -0.02 -0.2454

평거동 4.04 0.49 0.52 0.03 0.1212

신안동 2.22 0.05 0.09 0.04 0.0888

이현동 5.81 0.84 0.83 -0.01 -0.0581

판문동 15.11 0.66 0.67 0.01 0.1511

가호동 8.68 0.68 0.65 -0.03 -0.2604

충무공동 4.09 0.13 0.34 0.21 0.8589

합계 712.95 -11.1

[표 4-21] 진주시 녹지 면적 변화

나주의 녹지면적은 연구대상 기간 동안 전체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난다([표 4-22] 참조). 혁신도시가 입지한 빛가람동은 녹지가 크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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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이는 진주혁신도시와 같이 건설 단계에서 녹지면적이 축소되었다

가, 건설 이후 녹지공간이 확보된 이유일 것으로 추정된다. 두 지역의 혁

신도시 건설 면적은 유사한 수준인데 비해 녹지면적의 감소는 진주시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진주에서 혁신도시 이외에도 다양한 개발 사

업이 추진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구분 면적(㎢) 2013(%) 2019(%)
변화율

(‘13-’19)

녹지면적

변화(㎢)

남평읍 54.27 0.89 0.86 -0.03 -1.63

세지면 30.02 0.88 0.82 -0.06 -1.80

왕곡면 30.08 0.71 0.79 0.08 2.41

반남면 20.35 0.78 0.8 0.02 0.41

공산면 32.31 0.87 0.85 -0.02 -0.65

동강면 46.90 0.87 0.83 -0.04 -1.88

다시면 56.74 0.74 0.89 0.15 8.51

문평면 47.00 0.89 0.9 0.01 0.47

노안면 42.52 0.89 0.81 -0.08 -3.40

금천면 26.67 0.82 0.76 -0.06 -1.60

산포면 20.45 0.66 0.59 -0.07 -1.43

다도면 73.15 0.9 0.97 0.07 5.12

봉황면 59.97 0.92 0.9 -0.02 -1.20

송월동 4.76 0.65 0.59 -0.06 -0.29

영강동 6.94 0.78 0.82 0.04 0.28

금남동 11.56 0.85 0.84 -0.01 -0.12

성북동 8.08 0.79 0.72 -0.07 -0.57

영산동 14.04 0.75 0.83 0.08 1.12

이창동 15.25 0.66 0.7 0.04 0.61

빛가람동 7.36 0.11 0.41 0.3 2.21

609.00 6.58

[표 4-22] 나주시 녹지율 변화



107

제3절 폭염취약성 분석

1. 폭염취약성 분석 과정

1) 기초통계분석                       

다음은 2013년과 2019년도 진주시, 나주시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이다. 

진주시와 나주시 읍면동 수는 각각 30개소, 20개소이다. 노출관련 지표는 

운량 등을 감안한 지표영상의 상태가 가장 양호한 날짜를 선택하였기 때

문에 지표온도를 산출한 기준 날짜는 서로 상이하다. 이 때문에 지표 온도 

값에 차이가 있다. 다만, 취약성의 분석자체가 해당 연도의 해당 지역 내

에서의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취약성지수의 산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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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013

지표온도 30 20.90 30.00 25.37 2.20

지표면적 30 0.00 5701238.00 1494940 1385111.4

지표온도비율 30 0.00 0.86 0.25 0.3

노인비율 30 0.03 0.39 0.19 0.1

기초비율 30 0.00 0.07 0.03 0.0

독거노인비율 30 0.02 0.26 0.07 0.1

외국인비율 30 0.00 0.07 0.02 0.0

노후건축비율 30 0.00 0.83 0.55 0.2

도소매 종사자 30 0.00 5205.00 1054.63 1324.9

노인 천명당 쉼터 30 2.62 33.21 16.42 10.6

1000명당 병상 30 0.00 75.00 17.03 27.9

녹지비율 30 0.05 0.98 0.69 0.3

1000명당 공무원수 30 0.58 20.57 3.32 3.92

2019

지표온도 30 24.79 36.81 29.76 3.31

지표면적 30 137605 7738401 2378238 1837311

지표온도비율 30 0.00 3.02 0.44 0.73

노인비율 30 0.04 0.47 0.24 0.12

기초비율 30 0.01 0.09 0.04 0.02

독거노인비율 30 0.01 0.19 0.08 0.05

외국인비율 30 0.00 0.14 0.03 0.03

노후건축비율 30 0.00 0.89 0.60 0.20

도소매종사자 30 17.00 2299.00 481.20 536.47

노인 천명당 쉼터 30 1.89 31.96 14.63 10.27

1000명당 병상 30 0.00 79.05 16.56 22.13

녹지비율 30 0.02 0.81 0.50 0.24

1000명당 공무원수 30 0.52 9.68 2.99 2.67

[표 4-23] 진주시 변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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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013

지표온도 20 23.10 26.50 24.55 0.78

지표면적 20 396,732 6123,347 2103033 1606661

지표온도비율 20 0.01 0.49 0.11 0.13

노인비율 20 0.00 0.38 0.26 0.10

기초비율 20 0.00 0.12 0.05 0.02

독거노인비율 20 0.03 0.14 0.08 0.03

외국인비율 20 0.00 0.05 0.02 0.01

노후건축비율 20 0.50 0.76 0.63 0.06

도소매 20 37.00 1456.00 341.20 366.37

노인 천명당 쉼터 20 5.00 42.65 24.47 9.96

1000명당 병상 20 0.00 38.83 9.53 12.45

녹지비율 20 0.11 0.92 0.77 0.18

1000명당 공무원수 20 0.00 7.08 3.39 1.71

2019

지표온도 20 30.92 47.80 36.54 4.16

지표면적 20 400706 5623072 2254183 1367104

지표온도비율 20 0.01 0.77 0.14 0.17

노인비율 20 0.05 0.20 0.10 0.04

기초비율 20 0.01 0.04 0.02 0.01

독거노인비율 20 0.02 0.07 0.04 0.01

외국인비율 20 0.00 0.05 0.01 0.01

노후건축비율 20 0.00 0.79 0.64 0.16

도소매 20 51.00 2818.00 524.40 650.20

노인 천명당 쉼터 20 9.86 43.09 25.01 10.43

1000명당 병상 20 0.00 21.85 6.80 7.01

녹지비율 20 0.41 0.97 0.78 0.13

1000명당 공무원수 20 0.52 10.22 4.52 2.40

[표 4-24] 나주시 2013, 2019년 변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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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의 신뢰도 분석 

폭염취약성을 구성하는 노출, 민감도, 적응 능력 지표를 구성하는 대리

변수들은 그 특성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신뢰도 분

석이라 하며, 앞서 분석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론바흐 알파값을 통

해 변수들의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변수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5], [표 4-26]과 같다. 민감

도에서는 두 지역 모두 도․소매고용자수가 제외되었다. 이는 취약계층 관

련 지표와 상업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간의 연관성이 낮기 때문으

로 해석된다. 국외 연구에서는 도심의 저소득층 집적과 도심지역 경제 낙

후도 사이의 상관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상업 활성화와 폭염 취약성

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owning et al., 2006; Klinenberg, 

1999). 그러나 국내에서는 구도심 내 취약계층이 집적되더라도 도심 자체

의 기능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도심지역의 경제적 활성도와 

취약계층의 집적간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명환, 2010; 

박규범, 2021). 나주시에서는 노후건축비율이 제외되었는데, 이는 나주 전 

지역에서의 노후 건축비율이 높아 지역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

로 유추된다. 

구

분

하부

지표 

2013 2019

지표 수 Cronbach’s alpha 지표 수 Cronbach’s alpha

기후노출 3 .808 3 .678

민감도 5 .823 5 .807

적응능력 4 .553 4 .654

비고 민감도 중 도소매고용자수 제외 민감도 중 도소매고용자수 제외

[표 4-25] 진주시의 지표의 내적 일관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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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하부

지표 

2013 2019

지표 수 Cronbach’s alpha 지표 수 Cronbach’s alpha

기후노출 3 .758 3 .805

민감도 4 .691 4 .738

적응능력 4 .701 4 .858

비고
민감도 중 도소매고용자수 제외
  /노후건축비율제외

민감도 중 도소매고용자수 제외
  /노후건축비율제외

[표 4-26] 나주시의 지표의 내적 일관성 검토

3) 가중치 산정

폭염취약성 지수의 산정을 위해서는 각 변수의 가중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2013년과 2019년도 각각의 가중치를 산출하게 되면 두 시점 

간 비교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이미 다

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2013년과 2019년도의 전체 변수로 통

합된 엔트로피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진주와 나주의 가중치 산출 결과는 

[표 4-27]과 같다.

구분 대리변수
진주시

가중치

나주시

가중치

노출

(EI)

지표평균온도 0.094 0.094
지표온도 평균이상면적 0.086 0.088

지표온도 평균이상면적 비율 0.078 0.076

민감도

(SI)

노인비율 0.092 0.099
기초생활수급자비율 0.094 0.097

외국인비율 0.084 0.095
독거노인비율 0.078 0.091
노후건축비율 0.099 -

적응능력

(AI)

노인인구 천명당 쉼터수 0.086 0.094
인구 천명당 병원수 0.042 0.070

녹지면적(비율) 0.094 0.100
인구 천명당 공무원수 0.072 0.096

합계 1 1

[표 4-27] 가중치 산출 결과(진주시,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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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염취약성 분석 결과

1) 진주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각 대리변수에 가중치를 곱해서 노출지표, 민

감도지표, 적응능력 지표를 각각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노출지표와 민감

도지표의 합에 적응능력을 뺌으로써 폭염취약성 지수를 도출하였다. [표 

4-28]은 진주시의 2013년과 2019년도의 폭염취약성 지수를 도출한 값이다. 

이를 지도에 표현해 보면 [표 4–29]와 같다. 옛 시청이 입지했던 성북동은 

진주시의 구도심으로 2013년과 2019년 모두 가장 폭염취약성이 높은 지역

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시청이 입지한 지역인 상대동 역시 높은 수준의 

폭염취약성 지수를 보인다. 

2013년의 폭염취약성을 살펴보면, 구시청이 입지했던 지역과 현재의 시

청이 입지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권역까지 취약성이 높게 형성되어 있

다. 2019년에는 구도심(옛 시청)의 취약성이 주변보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8]에서 하위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구도심의 민감도에서 

2013년 대비 2019년의 수치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도시특성변화

에서도 확인했듯이 저소득층의 유입과 지역 내 노령화로 인해 민감도가 

다른 지역 대비 상승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혁신도시가 건설된 충무공동의 폭염취약성이 낮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진주 도심에 비해 집약적으로 개발된 충무공동에서 열섬

현상이 강화되어 노출 수준이 기존 도심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표 4-28] 참조). 이것은 충무공동의 민감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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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9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취약성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취약성
문산읍 0.030 0.033 0.036 0.027 0.032 0.036 0.033 0.034

내동면 0.015 0.029 0.041 0.003 0.009 0.030 0.047 -0.008

정촌면 0.035 0.040 0.050 0.025 0.035 0.025 0.036 0.024

금곡면 0.014 0.049 0.053 0.010 0.013 0.056 0.054 0.015

진성면 0.015 0.048 0.053 0.010 0.015 0.054 0.055 0.013

일반성면 0.013 0.054 0.047 0.019 0.013 0.055 0.051 0.018

이반성면 0.021 0.066 0.049 0.038 0.010 0.066 0.055 0.021

사봉면 0.003 0.066 0.047 0.022 0.016 0.065 0.050 0.031

지수면 0.014 0.055 0.044 0.025 0.012 0.056 0.049 0.018

대곡면 0.027 0.060 0.034 0.053 0.032 0.057 0.036 0.053

금산면 0.051 0.018 0.026 0.043 0.047 0.018 0.023 0.042

집현면 0.011 0.034 0.037 0.008 0.019 0.033 0.036 0.016

미천면 0.000 0.056 0.048 0.008 0.004 0.059 0.055 0.007

명석면 0.008 0.040 0.043 0.005 0.003 0.043 0.048 -0.002

대평면 0.021 0.047 0.033 0.034 0.002 0.042 0.054 -0.009

수곡면 0.036 0.066 0.045 0.057 0.020 0.051 0.048 0.023

천전동 0.044 0.031 0.015 0.061 0.033 0.033 0.015 0.051

성북동 0.059 0.041 0.003 0.097 0.056 0.050 0.005 0.101

중앙동 0.051 0.052 0.010 0.092 0.040 0.059 0.011 0.088

상봉동 0.034 0.036 0.016 0.053 0.035 0.043 0.012 0.065

상대동 0.066 0.035 0.006 0.095 0.056 0.040 0.006 0.090

하대동 0.046 0.023 0.015 0.054 0.043 0.031 0.024 0.050

상평동 0.068 0.034 0.005 0.098 0.064 0.034 0.004 0.094

초장동 0.034 0.010 0.026 0.018 0.035 0.009 0.020 0.024

평거동 0.039 0.014 0.015 0.038 0.032 0.014 0.011 0.036

신안동 0.048 0.023 0.003 0.069 0.040 0.034 0.003 0.070

이현동 0.023 0.029 0.024 0.028 0.020 0.033 0.020 0.032

판문동 0.019 0.026 0.024 0.021 0.011 0.020 0.020 0.011

가호동 0.044 0.026 0.020 0.051 0.040 0.022 0.013 0.050

충무공동 0.074 0.011 0.023 0.062 0.063 0.000 0.006 0.058

[표 4-28] 진주시 폭염취약성 분석 결과(2013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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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019년

[표 4-29] 진주시 취약성 지수

혁신도시의 적응능력 지표는 진주시의 다른 읍면동 대비 낮은 수준을 보

이고 있다. 혁신도시는 저층 고밀 형태의 구도심에 비해 넓은 녹지 면적을 

확보하기에는 유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신규개발지는 주거기능의 

완료(인구유입)가 완성단계에 이르러서야 의료 서비스와 같은 각종 편의 

기능이 유입된다. 특히 별도의 병상을 가진 규모가 큰 병원은 도시가 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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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면서 서서히 유입되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서 이러한 기능이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혁

신도시의 적응능력 지표가 진주시 읍면동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

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도심과 마찬가지로 인구밀도가 높은 데 반

해 지역 내 공무원 수는 진주시 읍면동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

에 신시가지의 적응능력 지표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된다.

[그림 4-2]는 진주시 폭염취약성 지수의 상자그림이다. 2013년과 2019년도

의 폭염취약성 지수 비교 시 해석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폭염취약성 지

수는 절대 수치가 아닌, 해당 시점의 지역 내 격차를 반영한 상대적인 수

치이다. 따라서 2013년의 취약성 지수가 2019년과 동일하다고 해서 취약성 

수준이 동일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절대적인 수치 값이 아니므로 2013

년과 2019년도의 취약성 값의 비교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

서는 폭염취약성의 지역 내 편차를 비교할 수 있는데, 2013년에 대비 2019년

도의 폭염취약성 격차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취약성에서 지역 내 큰 변화(지역 내 순위의 변화가 없다는 것으

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가 없이 기존의 수준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결과적으로 폭염취약성이 낮은 지역은 더 개선된 반면, 기존

의 취약성이 높은 지역은 개선되지 않고 더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진주지역은 앞서 확인했듯이 도시지역의 경계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택지

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져왔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이동 

및 노인과 저소득층의 집적양상을 확인했을 때 이미 지역 내 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심지역의 빈곤화와 노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영 외, 2007; 이정섭, 2011). 이와 같은 특성을 종합하면, 구도심지

역의 취약 계층 집적은 폭염취약성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이는 성북동(구도심)의 2019년도의 폭염취약성이 주변 도심권역에 비

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진주시의 폭염취약성 지수의 분산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엔트로피를 

산출하였다. Theil에 의해 고안된 상대 엔트로피(R)는 최대 엔트로피와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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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한다(R= max ). R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하게 분산된 것을 

의미하며, R값이 증가할수록 집중된 패턴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임

은선 외, 2006). 따라서 폭염취약성 지수의 R값이 0에 가까울수록 확산된 구

조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그룹 내 폭염취약성 편차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R 값이 커질수록 압축된 구조라 할 수 있고, 그룹 내 폭염취약성 

지수의 편차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림 4-2] 진주시 취약성지수의 상자그림

진주시 폭염취약성 지수의 상대 엔트로피 변화를 살펴보면, 0.45에서 0.20

으로 감소하였다([표 4-30] 참조) 즉, 2019년도의 폭염취약성은 2013년에 비

해 분산되어 분포하며 결과적으로 편차가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절대 엔트로피 상대 엔트로피

2013 2.95 0.45

2019 3.20 0.20

[표 4-30] 진주시 폭염취약성 지수의 엔트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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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폭염취약성 지수는 절대적인 수치 비교가 아닌 분

산의 정도와 순위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유의미하다. [그림4-3]은 진주시 

2013년과 2019년도 폭염취약성 지수를 도표화 한 것이다. x축과 y축의 대

각선으로 표기된 중심선을 벗어날수록 2013년과 2019년도의 취약성지수 

변화가 큰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진주시는 혁신도시의 개발 전후로 

폭염취약성의 순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기존에 이루

어진 다수의 지역 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미 구도심과 도심지역 내 취약성

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다만, 혁신도시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내 폭염취약성의 격

차를 크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 중심선 가까이 분포할수록 취약성 지수 순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버블의 크기와 색은 2019년 취약성지수값을 나타낸 것이며 붉은 색이 짙고 크기가 클수

록 취약성이 높음을 의미함.

[그림 4-3] 진주시 2013-2019년도의 취약성 지수 순위 변화 

[표 4-31]은 폭염취약성 지수와 각 하위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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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산점도로 표기한 것이다. 2013년도 취약성지수는 노출과 (+)의 관계, 

적응능력과는 (-)의 관계에 있으나, 민감도와는 중립적인 관계로 나타난다. 

민감도는 구도심의 취약성을 상승시키는 주요한 원인이지만, 도시 전 지역 

차원에서 볼 때, 민감도 지표를 구성하는 대리변수 간의 서로 다른 특성 

때문에 취약성과 중립적 관계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구도심과 주

변 지역을 중심으로는 저소득계층과 노인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농촌지역이나 산업단지 등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들 간 상

쇄효과로 민감도의 방향성이 중립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구도심과 농촌지역 모두 새로운 신규투자가 적어 신규 건축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건축 노후도 비율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유추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민감도 지표와 취약성 지수의 중립적인 관계에 대한 해

석이 가능하다. 2019년도에도 역시 민감도와 취약성 지수는 중립적인 관계

를 보이고 있다. 

2013년 2019년

[표 4-31] 진주시의 폭염취약성 지수와 하위 지표와의 산점도

2) 나주시 

나주시의 폭염취약성 지수의 도출 결과는 [표 4-32]와 같다. 나주시도 진

주시와 마찬가지로 구도심을 중심으로 폭염 취약성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폭염취약성 지수를 나주시 지도에 표현해 보면, [표 4–33]과 같이 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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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3년에는 시청이 위치한 송월동의 취약성이 주변보다 높았으나, 

2019년도에는 송월동과 인접한 도시지역에서의 폭염취약성이 함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9년도에는 구도심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

성이 높은 지역이 확산되고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3 2019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취약성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취약성

남평읍 0.050 0.039 0.043 0.047 0.018 0.025 0.029 0.014

세지면 0.037 0.054 0.054 0.037 0.021 0.053 0.054 0.021

왕곡면 0.016 0.048 0.049 0.015 0.039 0.046 0.045 0.040

반남면 0.014 0.060 0.070 0.004 0.021 0.061 0.077 0.005

공산면 0.018 0.056 0.060 0.014 0.021 0.050 0.061 0.009

동강면 0.010 0.064 0.054 0.021 0.012 0.060 0.050 0.023

다시면 0.000 0.057 0.049 0.008 0.012 0.055 0.053 0.014

문평면 0.013 0.069 0.082 0.000 0.008 0.063 0.077 -0.006

노안면 0.038 0.065 0.054 0.050 0.017 0.062 0.043 0.037

금천면 0.030 0.046 0.053 0.023 0.025 0.041 0.042 0.024

산포면 0.055 0.044 0.048 0.050 0.042 0.043 0.035 0.050

다도면 0.018 0.058 0.077 -0.001 0.000 0.052 0.078 -0.026

봉황면 0.037 0.059 0.062 0.034 0.014 0.053 0.056 0.011

송월동 0.057 0.018 0.026 0.049 0.053 0.021 0.013 0.060

영강동 0.018 0.032 0.034 0.015 0.026 0.036 0.030 0.032

금남동 0.017 0.033 0.036 0.015 0.020 0.039 0.029 0.030

성북동 0.023 0.030 0.033 0.020 0.032 0.033 0.021 0.044

영산동 0.014 0.061 0.036 0.039 0.021 0.064 0.031 0.054

이창동 0.012 0.057 0.036 0.033 0.029 0.057 0.032 0.054

빛가람동 0.073 0.001 0.010 0.064 0.074 0.000 0.001 0.073

[표 4-32] 나주시 폭염취약성 분석 결과(2013년, 2019년) 

나주시에서 폭염취약성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혁신도시가 입지한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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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동이다. 빛가람동은 노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고, 적응

능력이 낮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나주시는 

인구 10만 이하로 저밀로 개발되어 있다. 이에 비해 혁신도시는 지역 중심

지보다 훨씬 고밀로 개발되면서 노출 수준이 크게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

인다. 나주시의 중심지인 송월동의 인구밀도가 1,677인/㎢인데 반해 빛가

람동은 4,437인/㎢인 2.6배 수준으로 높게 조성된 것을 통해서 유추가 가능

하다. 고밀 개발은 해당 지역의 열섬현상을 강화하여 주변지역보다 높은 

온도를 형성하게 되며, 이로 인해 노출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혁신도시의 적응능력 수준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진

주시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4-33]을 상세히 살펴보면, 2013년의 취약성 지수에서는 나주 도시지

역 중 시청이 입지한 송월동(구도심)이 높게 나타났다. 또 혁신도시가 입지

한 빛가람동과 남평읍에서도 취약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평읍의 도

시개발사업과 혁신도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은 혁신도시의 토

지기반공사와 개별건축공사 추진 시기로, 유입된 인구는 없지만 이미 토지

피복도가 도시지역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사로 인해 기존의 

녹지면적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폭염 노출 지표값은 높게 책정되었을 것이

다. 2019년에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지역 내 취약성이 상승하였는데, 

이들 지역에서 혁신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구도심 내 취약계층 집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는 [표 4-32]의 도시지역에서

의 민감도 상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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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019년 

[표 4-33] 나주시 취약성 지수 변화 

[그림 4-8]는 나주시의 폭염취약성 지수를 상자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진주시와 마찬가지로, 2013년과 2019년도 폭염취약성 지수의 분산정도를 

살펴보면 2019년도에 폭염취약성 격차가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나주시에서 폭염에 취약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차이가 커졌음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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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나주 취약성 지수의 상자 그림 

이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진주시와 마찬가지로 취약성지수의 

엔트로피를 산출하였다([표 4-34] 참조). 나주시 폭염취약성 지수의 상대 

엔트로피는 0.44에서 0.22로 줄어들어 0에 가까워졌다. 이는 취약성 지수

의 분포가 2013년 보다 분산되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지역 간 취약

성 지수의 격차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절대 엔트로피 상대 엔트로피

2013 2.55 0.44

2019 2.77 0.22

[표 4-34] 나주시 폭염취약성 지수의 엔트로피

신시가지 개발 전후 지역 내 폭염취약성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나주시

는 진주시에 비해 순위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4-5] 참조). 

2013년도와 2019년도의 동일한 수치를 의미하는 대각선으로 표기된 중심

선을 따라 일렬로 배치가 된 경우에는 신시가지 개발 전후의 순서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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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을 의미하는데, 진주시의 경우가 그러하다. 나주시에서는 중심선과 떨

어진 지역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는 2013년과 2019년도의 취약성지수 변

화가 크다는 의미이다. 

* 중심선 가까이 분포할수록 취약성 지수 순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버블의 크기와 색은 2019년 취약성지수값을 나타낸 것이며 붉은 색이 짙고 크기가 클

수록 취약성이 높음을 의미함.

[그림 4-5] 나주시 취약성 지수 변화 

나주시의 지역 내 급격한 순위변화는 진주시와 대비되는 특성이다. 진주

시의 경우 혁신도시 이외에도 도시지역 외곽에 다양한 신규개발사업이 진

행되어 이미 도심 내 인구이동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유출이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기존의 유출 정도를 강화하는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나주시의 경우 신규개발사업의 수 

자체가 적고, 기존 신규개발지역은 도시지역과 떨어져 입지하였을 뿐 아니

라 그 규모도 작아 도심 인구유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유추

된다. 그러나 혁신도시는 기존 신규개발사업 대비 규모가 매우 크고, 도심 

내 인구유출을 크게 유발하여 도시의 인구구조 및 특성에 미친 영향이 기

존 신규개발사업보다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결과적으로 나주시 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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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의 도시가 가지고 있던 특성을 변화시키는데, 이미 변화하고 있던 

방향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인구

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 폭염취약성의 지역 내 순위를 변동시키는 변화

를 가져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폭염취약성 지수와 각 하위항목간의 관계를 비교해보면([표 4-35] 참조), 

2013년에는 폭염취약성 지수와 노출과는 (+)의 관계를 보이나 적응능력과 

민감도에서 (-)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민감도 항목은 지역마다 차이가 크

지 않고 민감도 항목 내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

석된다. 반면 2019년에는 취약성지수와 노출, 민감도 간의 (+)의 관계가 뚜

렷해지고, 노출과 민감도에서도 (+)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지역 내 민감도 

부문에서도 노인 및 취약인구의 구도심 집중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나주시 민감도 부분의 큰 변화는 진주시의 민감도 변화가 거의 

없는 것과 대비된다. 나주시는 지역 내 신규개발사업이 많지 않아 지역 내 

인구이동으로 인한 구도심의 취약계층 집적 정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라는 신규개발에 의한 인구 구조 및 특성 변

화가 폭염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진주보다 컸을 것으로 판

단된다.

도시 간의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013년 2019년

[표 4-35] 나주시의 폭염취약성지수와 각 항목간의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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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폭염취약성 변화 요인 고찰

앞서 진주시와 나주시의 취약성 지수 분포와 엔트로피를 통해 지역 내 

폭염취약성 지수의 편차가 더욱 커졌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취약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각 지역의 시청이 입지한 구도심과 구도심 인접지역임을 확

인하였다. 더불어 혁신도시에서도 폭염취약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밀도의 개발로 인한 열섬효과로 폭염에의 노출 수준이 크게 상승했

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신시가지 개발은 지역의 어떤 특성을 변화시켜서 지역 내 폭염

취약성 격차를 벌어지게 한 것일까? 특히 구도심의 취약성이 상승한 원인

은 무엇일까? 이 절에서는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부문의 변화요인들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지역 내 격차, 특히 구도심의 폭염취약성 

상승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진주시와 나주시의 대지 면적은 각각 15%, 7% 증

가하였고, 이로 인해 폭염 노출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연도별 진주와 나주의 노출 부문을 [표 4-36]과 

같이 지도에 나타내었다. 진주시는 도시지역 전반에 걸쳐 폭염 노출 수준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에는 구시청이 입지한 성북동과 현재 시청

이 입지한 상대동에서 노출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혁신도시가 입

지한 충무공동은 주변지역보다 훨씬 높은 노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19년에는 혁신도시와 시청을 잇는 권역을 중심으로 노출 수준이 높은 

지역이 넓게 확장되었다. 혁신도시 주변지역의 노출 강도가 혁신도시의 노

출 강도만큼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도시의 외연적 확장에 따

라 새롭게 편입된 지역으로 열섬 발생 범위가 확장되며, 기존 도시 지역에

는 예전보다 열이 축적되어 열섬 강도가 더욱 가중되기 때문이다(Wang et 

al., 2016). 



126

반면 나주시는 시청이 입지한 구도심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노출 강도

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위에 설명한 진주시와 동일한 이유로 판단된

다. 다만 동일 기간 내 신규개발이 이루어졌던 남평읍의 노출 수준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남평읍 전체 규모 대비 개발 규모가 작아 그 영

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13 2019

진주

나주

[표 4-36] 진주와 나주의 노출 부문 변화

두 도시를 비교해 보면, 진주시는 도시지역의 노출 강도가 상승하고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나주시는 구도심과 혁신도시 두 지역이 분리되어 각

각 높은 노출 수준을 보인다. 이는 [표 4-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

의 입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진주시와 나주시는 혁신도시의 입지로 각각 

충무공동과 빛가람동을 신설하였다. 진주시는 모도시의 확장, 연장선에서 

모도시 내에 혁신도시가 개발되었고, 나주시는 모도시와 분리된 지역에 지

정되었다. 진주시에서는 도시지역을 둘러싸고 신규개발이 이루어졌기 때

문에 진주 도심은 외곽으로 확산되는 형태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도시

지역이 연속적으로 확장되어 도시 열섬현상이 가중되었을 것이다(Wang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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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6). 또한 진주시에서는 기존 도시 외곽을 중심으로 한 고밀 개발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일몰 이후 도심지역의 열기를 해소할 만한 녹지공

간과 같은 완충공간이 상실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낮 시간에는 고온 현

상이 나타나고 일몰 후에도 기온이 느리게 낮아져서 도시지역은 지속적인 

열 스트레스에 노출되며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Sheridan and 

Dolney 2002; Jendritzky, 2000; Vandentorren et al., 2004), 

이를 수치상으로 확인해 보면 [표 4-37]과 같다. 각 지역의 노출 부문 상

대엔트로피를 비교해 보면 두 지역 모두 집중도가 증가하여 지역 내 편차

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진주시는 나주시에 비해 지역 전체의 

노출 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되며, 나주시는 특정 지역에서 높은 수준

의 노출을 보이는 형태로 풀이된다. 앞선 분석에서 이미 진주시의 지표온

도는 도시지역 전반에 걸쳐 상승하였고, 나주시에서는 지표온도 상승이 도

심과 혁신도시로 분리된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수치상으로 확인하였다.

구분 진주시 나주시

노출 부문

상대 엔트로피 변화

2013 (a) 0.20 0.23

2019 (b) 0.26 0.41

차이 (b-a) 0.06 0.18

[표 4-37] 노출 부문 변화 

2. 민감도

이론에서도 확인하였듯, 도시지역 내 폭염취약성 변화를 야기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민감도 변화로 추정된다. 신시가지 개발이 기존 도시지역, 

특히 구도심의 인구유출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선택적 유입과 유출이 지

역 내 취약계층의 불평등한 분포를 강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표 4-38]과 같이 도면에 민감도를 표기

하였다. 취약계층이 집적한 지역을 붉은색으로 표기하였으며, 집적정도가 

높을수록 짙은 붉은 색으로 표시하였다. 먼저 진주시를 살펴보면, 2013년에

는 구시청이 입지했던 구도심과 그 인접한 동을 중심으로 민감도가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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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어 있다. 이는 취약계층 집적이 거의 없는(짙은 파란색 표기 지역) 

외곽지역과 대비된다. 2019년도에는 도시지역 내 민감도가 높은 지역이 더

욱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도심과 현 시청이 입지한 지역을 

중심으로 구도심, 그와 인접한 4개동의 취약계층 집적이 두드러진다. 반면

혁신도시는 진주시의 외곽지역보다 취약계층의 집적 정도가 훨씬 낮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외곽지역의 사업구역에는 지역의 일부만 포함되지만, 

혁신도시 사업구역에는 충무공동 대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신시가지의 

인구구조 및 그 특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2013 2019

진주

[표 4-38] 민감도 부문의 변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민감도를 구성하는 대리변수들의 특

성 변화를 [표 4-39]와 같이 나타내었다. 저소득층의 분포는 구도심과 신시

가지에서 서로 대비됨을 알 수 있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집중

도가 높아지는 반면, 신시가지에서는 저소득층 집중도가 평균 수준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앞서 3장에서는 신규개발지역과 구도심지역 모두에서 저

소득층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한편 저소득층의 비율 수준은  

도심지역이 훨씬 높은 것을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시가지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일부 저소득계층이 이동하지만, 그 규모가 도심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에는 2013년에 비해 저소득층의 

집적 범위가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부로부터 빈곤층 

유입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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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이동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Wilson, 

1987; Tienda, 1991; Massey et al, 1994; 주희선, 2015). 

반면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노인인구의 집중현상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도시지역 중에서는 구도심의 노인인구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그 

이외지역에서는 2013년 대비 2019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다소 증가하는 수

준에 머문다. 이는 외부 노인인구의 유입이라기보다는 2013년과 2019년의 

시간흐름에 따라 지역 내 인구가 노령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노

령인구의 인구이동 특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앞서 이론연구에서 살

펴보았듯이, 노인은 이동을 꺼리고 지역 내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특

성이 강하기 때문에 장소에 고착화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박인권, 

2018; 이승권․이학동, 2010; 김광중, 2010). 따라서 구도심의 높은 노인인구 

비율은 젊은 인구의 외부유출로 인해 남겨진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이동 특성은 이정섭(2011)의 연구를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의 30-40대 연령층에서는 신규주택공급

지역으로의 이동빈도와 이동방향이 뚜렷한 반면, 노인 연령층에서는 이동

빈도가 적고, 이동의 방향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을 종합해보

면, 노인인구는 이동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연령층의 인구이동에 의

해 남겨진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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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9

저소득

노인

노후

건축

[표 4-39] 진주시 민감도 하위항목의 변화

노후건축물비율은 진주시 전반에 걸쳐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규개발

이 이루어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변

보다 높은 노후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인구 유출 이후 지역 내 신

규건축, 재정비사업과 같은 신규 투자가 덜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 경계부의 개발이 활발할수록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

다. 외곽의 신시가지 개발이 활발할수록 구도심으로 노인과 저소득층이 집

적되는 경향이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구도심 및 주변지역을 유지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여력이 낮아지고, 신규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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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구도심의 물리적 환경은 더욱 폭염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질 가능성

이 높다.

다음으로 나주시의 민감도 변화를 살펴보자. [표 4-40]을 보면, 나주시청

이 입지한 구도심의 민감도가 주변보다 낮게 나타나 진주시와 대비된다. 

이는 나주 구도심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인구규모가 

작은 도시일수록 도심에는 행정, 주거, 상업, 업무 등 주요 기능이 집적하

여 높은 중심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인구가 오히려 집적하게 된다(김명연․
김은정, 2018). 또 구도심인 송월동에  KTX 역사가 입지하면서, 주택건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에

서의 신규 인구가 유입되면서 주변 도심지역에 비해 민감도가 높지 않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송월동을 제외한 주변 도심권역에서는 진주시의 구도

심과 유사한 민감도 증가 현상이 확인된다.

2013 2019

나주

[표 4-40] 민감도 부문의 변화

[표 4-41]을 보면, 구도심인 송월동의 특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의 높은 중심성과 더불어 KTX 역사 입지로 인한 개발압력이 더해져 신규

개발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 내 

빈곤층과 노인인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송월동을 

둘러싼 도시 지역에서는 저소득층 및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은 주로 농공단지 인근에 집단 거주하고 있어, 농촌지역 중 일부지

역에서 높은 외국인 집적도를 나타내고 있다. 2019년에는 도시지역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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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외국인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3 2019

저소득

노인

외국인

[표 4-41] 나주시 민감도 하위항목의 변화

저소득층의 입지 특성을 상세히 살펴보면 2013년과 2019년도 모두 도시

지역 내 특정지역(영산동)에서 저소득층의 인구 밀집이 매우 높게 나타나

는데, 이 지역에 영구임대주택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 외 

지역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나주시 전반에 저소득층의 밀집

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9년도에는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인구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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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3장에서 확인했듯이 빈곤층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도시지역 내 노인인구비율은 상대적으로 농촌지역보다 낮지만, 혁신도

시개발 이후 도시지역 내에서의 변화가 확인된다. 구도심인 송월동에 인접

한 2개 행정동에서 2013년 대비 노인인구 집적수준이 높아졌는데, 이는 이 

지역으로 노인인구가 유입했다기보다 젊은 인구가 유출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정섭(2011)의 연구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노령 인구 비율 상승

은 자체의 인구 이동보다는 남겨짐 때문이다. 이는 진주시와도 비슷한 결

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도시 경계지역과 농

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분포가 높게 나타난다. 이는 농공단지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분포

는 점차 도시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난다. 이러한 외국인의 도시지

역 유입은 도시지역의 인구 유출에 따른 저렴한 주택시장 형성에 기인하

는 것으로 유추된다. 앞서 Wilson(1987)의 이론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도시

의 빈곤화 과정을 통해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특성이 변하는데, 이 때 

소수 인종, 외국인들이 유입된다. 나주 지역에서도 도시지역의 빈곤화 과

정에서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나주시의 민감도 부문을 정리하면, 진주시와 비교하여 도시 지역의 빈곤

화, 노령화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지금까지 나주시는 

신시가지 개발이라는 외부 충격 즉 인구이동을 유발할 동기가 없었기 때

문에 진주시 대비 구도심의 변화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도시 외곽보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신규 개발이 이루어지는 특이성으로 인

해 나주시 구도심에서는 진주시의 신규개발지와 유사한 인구특성을 나타

내고 있다. 진주시는 도시 외곽지역에 추진된 다수의 신규개발로 인해 이

미 도심의 변화가 누적적으로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구도심의 빈곤화와 

노령화가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다만 3장에서도 확인했듯이 나주시

의 저소득층과 노령인구비율의 변화율을 통해서 구도심과 인근의 도시지

역의 빈곤화와 고령화의 경향은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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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응능력

마지막으로 적응능력부문을 살펴보자. 적응능력을 구성하는 대리변수는 

인구 천명당 병상수, 노인인구 대비 쉼터수, 인구 천명당 공무원수, 녹지면

적비율이다. 그러나 혁신도시 개발 전후로 모도시의 녹지면적과 공무원 수

에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병상, 쉼터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013년과 2019년의 진주시 적응능력 지표 값을 도면에 표기하였다

([표 4-42] 참조). 여기서는 파란색부문이 적응능력이 낮음을 의미한다. 구

시청과 현재 시청이 입지한 지역을 중심으로 적응능력이 낮게 형성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그 권역이 더욱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

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지표를 구성하는 대리변수들을 살펴보자.

2013 2019

[표 4-42] 진주시 적응능력 부문 변화

2013년과 2019년도 폭염취약성의 적응능력지표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

다. 그 이유는 병상수, 쉼터, 녹지면적, 공무원 수과 같은 적응능력 변수는 

신시가지 개발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인구 천명당 

쉼터수는 2013년과 2019년이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노인인구의 이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이 유지된 것으

로 추정된다([표 4-43]참조). 또한 노인인구 천명당 쉼터수와 인구 천명당 

병상수도 도심지역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도시지역의 높은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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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쉼터수와 병상수의 비율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

이다.  

노인인구 천명당 쉼터수 인구 천명당 병상수

[표 4-43] 진주시 적응능력 하위항목의 변화

[표 4-44]는 나주시의 적응능력 부분 변화를 나타낸다. 나주시 역시 진주

시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주시의 2013년과 2019년도 적응능력 

지표 역시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3 2019

[표 4-44] 나주시 적응능력 부문 변화

나주시의 노인인구 대비 쉼터 수도 진주시와 마찬가지로 구도심과 인근

지역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4-45] 참조). 천명당 병상 수는 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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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서 걸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

시지역 인구수 때문으로 추정된다.  

노인인구 천명당 쉼터수 인구 천명당 병상수

[표 4-45] 나주시 적응능력 하위항목의 변화

종합하면, 진주시와 나주시의 폭염취약성 지수의 분포와 엔트로피 변화

로 미루어볼 때 지역 내 편차가 더욱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원

인은 구도심의 빈곤화, 노령화, 높은 노출 수준으로 인해 구도심과 주변지

역을 중심으로 취약성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민감도의 

변화는 구도심과 구도심 주변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진

주시와 나주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취약성지수와 민감도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중심적인 특성을 보인다. 

나주시와 진주시는 구도심과 신시가지(혁신도시)에서 높은 노출 수준을 

보였다. 진주시는 혁신도시와 다른 신규 개발이 도시외곽에 집중되어 있어 

도시 확장의 형태를 보인다. 때문에 도시의 열이 외부로 확산되지 못하고 

더욱 열을 축적하여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혁신도시와 시

청 전반으로 노출 수준이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나주시는 모

도시와 분리된 형태로 입지하였으나, 모도시 대비 높은 밀도로 개발되어 

모도시에 비해 노출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신시가지(혁신도시)

의 폭염취약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더불어 진주와 나주 혁신도시의 적응능력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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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밀도가 높은데 일차적 원인이 있으며, 

혁신도시가 아직 완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인프라 및 서비스 등

이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이 이차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의료기

관과 같은 폭염 대응 인프라는 도시개발 초기 단계보다는 도시 인구가 충

분히 확보된 이후에 도입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4. 소결

신시가지 개발 전후 진주시와 나주시의 폭염취약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연구가설1)신시가지의 개발은 구도심의 폭염취약성을 증가시켜 이로 인

해 도시 내 취약성 격차를 크게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진주시와 나주시

의 폭염취약성 지수에서 신시가지(혁신도시) 개발이후 지역 내 취약성 격

차(분산)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구도심과 구도심 주변의 노출

이 증가하였고, 취약계층의 집적으로 인해 민감도가 증가하여 이 지역의 

폭염취약성이 증가하였다. 나주시에서는 혁신도시의 폭염취약성 지수가 

기존 도심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지역 대비 높은 밀도의 개발

수준으로 인한 폭염에의 노출 증가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도시 모두 도시지역이 확산됨에 따

라 노출 수준이 높아졌고, 지표온도가 평균 이상인 면적 또한 증가하였다. 

다만 신시가지의 입지 특성에 따라 노출의 강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

데, 진주시는 기존 도시지역 내에 입지하여 도시 전체의 열섬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Wang et al.(2016)의 연구에서 도시의 확산이 

모도시의 열섬현상을 강화하고 도시 전반의 기온상승에 기여한다는 것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 반면, 나주시는 모도시와 떨어져 입지함으로써 열

을 해소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 전반의 온도 

상승보다는 도시 지역과 혁신도시가 입지한 공간을 중심으로 높은 노출 

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노출 수준의 변화는 도시지역과 혁신도시

지역의 폭염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또한 민감도 지표를 통해서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었던 도심 빈곤의 집중

화(Wilson, 1987)와 노령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이 

선택적 인구 유출과 유입(Tienda, 1991)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



138

하였다(Wilson, 1987; Tienda, 1991; Massey et al, 1994; 주희선, 2015). 빈곤

화의 경향은 확연히 드러나는데 비해 노령화 경향은 다소 미미하게 나타

나고 있었다. 이는 도심의 노령화 과정이 적극적인 인구이동에 따른 결과

가 아니라 젊은 인구의 유출의 결과로 남겨진 인구가 고령화되어 나타나

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인구의 장소 고착성을 잘 보여

주는 결과이기도 하다(이승권․이학동, 2010; 김광중, 2010, 이정섭, 2011).

민감도 지표에서 두 도시 모두 도심의 빈곤, 고령화라는 경향은 유사하

게 나타났지만, 두 도시의 특성에 따라 민감도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진주

시에서는 구도심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집적이 두드러졌고 

이것이 취약성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나주시는 구

도심과 인접지역에서 취약계층 집적 경향을 보이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나

지는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존 특성에 기인하는데, 

진주시에서는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도시 외곽지역에 다수의 신규개발이 

진행되어 왔고, 이로 인해 도심지역의 빈곤층 유입과 고령화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이정섭, 2011). 그 결과 구도심과 구도심 인접지

역의 민감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진주의 혁신도시는 이러한 도심의 빈

곤화 경향을 더욱 강화시켰을 것으로 유추된다. 반면 나주시에서는 지역 

내 신규개발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구도심인 송월동을 중심으로 신규 주

택공급과 편의시설 공급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KTX의 역사가 

구도심 지역인 송월동에 건설되면서 이로 인한 개발 압력이 더욱 높아졌

고, 현재도 새로운 개발 계획이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이러한 구도심

의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 구도심의 빈곤화 현상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구도심을 둘러싼 도심지역의 인구유출이 크게 발생했다. 진주시의 혁신도

시가 기존의 구도심 빈곤 경향(취약한 상태)을 강화하는 반면에, 나주의 혁

신도시는 구도심과 주변지역의 인구유출을 유발하는 요인(새로운 경향으

로의 전환)으로 기존의 인구이동 경향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즉 혁신도시

가 신규 개발이 이루어지는 구도심으로의 인구 이동 방향을 바꾸면서 지

역 내 인구 구조를 재편하는 큰 변화의 원인이 된 셈이다. 때문에 구도심

과 주변지역의 취약계층 집적(취약한 상태)이 진주시에 비해 두드러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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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는 않지만, 노인인구 및 저소득층의 변화율을 통해 뚜렷한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3장. 나주시 도시특성변화 참조).

적응능력 지표는 구도심과 신시가지(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대체로 낮게 

나타난다. 도시지역의 높은 인구 밀도가 일차적 원인이며, 구도심 지역의  

도시기능 쇠퇴와 인구유출로 인한 편의시설(병원 등)의 외부유출이 또 다

른 원인으로 추정된다. 즉 신시가지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새로운 편의기능

이 신규개발에 집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 혁신도시의 낮은 

적응능력은 혁신도시가 아직 완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인프라 및 

서비스 등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신시가지의 개발은 구도심의 특성을 변화시켜 지역 내 

폭염취약성의 편차를 크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또한 신시가지(혁신도

시)의 폭염취약성 역시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모도시에 비해 고밀로 

개발되면서 폭염의 노출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혁신도시는 여

전히 추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응능력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인 의료 기

반시설과 서비스의 공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적응능력이 낮은 수준으

로 평가되었고, 이에 신시가지의 폭염취약성 역시 높게 형성되고 있다. 



140

제5장 모도시와 신시가지 상호관계에 따른 

폭염취약성 변화

제1절 분석방법 및 지표선정

이 장은 연구가설 2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한다. 연구가설 2는 신시가

지 개발 규모가 모도시 대비 클수록, 도시 내에서 신시가지의 위상이 클수

록 구도심의 폭염취약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신시가지가 도시

마다 서로 다른 폭염취약성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연구대상

도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살펴본, 나주와 진주 외에 김천과 

원주를 포함한다.

먼저, 신시가지개발에 따른 도시 간 차별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시점간의 취약성의 변화를 산정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4장

에서 도출한 폭염취약성 지수는 특정 시점의 취약성을 도출한 것으로, 해

당 지역 내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복합지수이다. 때문에 서로 다른 시

점의 취약성 지수를 바로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여기서는 2013년

의 시점을 기준으로 각 도시의 신시가지에 의한 변화를 보고자 하는 것이

므로, 2013년과 2019년도의 각 변수들의 변화율로 취약성지수를 재산출하

여 비교하고자 하며 이를 ‘폭염취약성변화지수(Heat Vulnerability 

Change Index: HVCI)’라 부르기로 한다.

하위 지표의 변수들은 취약성 분석에서 활용한 변수를 활용하되, 노출부

문은 ‘평균이상면적 비율’만을 적용하였다. 취약성 분석에서 지표온도

는 지역 내에서의 상대적인 수준을 비교하는 것으로 활용하였으나, 2013년

과 2019년도의 변화율을 도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위성영상의 측정 

시기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3년의 위성영상은 8월이었

으나, 2020년의 영상은 6월로 영상촬영 날짜에 따른 온도차이가 이미 존재

하기 때문이다. 이에 두 시점간의 변화율을 도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변

수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평균이상인 면적비율이 얼마나 변화하였는가를 

확인하는 변수인 ‘지표온도 평균이상 면적비율’만을 활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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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부문에서는 노인인구비율, 기초생활수급자비율, 외국인비율, 노후

건축비율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적응부문에서는 노인인구 천명당 쉼터

수, 병상수, 녹지면적, 인구 천명당 공무원수를 포함하였다. 

폭염취약성 지수 폭염취약성 변화지수

구분 대리변수 구분 대리변수

노출

(EI)

지표평균온도

노출

(EI)

지표온도 평균이상면적

변화율
지표온도 평균이상면적 

지표온도 평균이상면적 비율

민감도

(SI)

노인비율

민감도

(SI)

노인비율 변화율

기초생활수급자비율

기초생활수급자비율 변화율

독거노인

외국인비율 변화율
외국인비율

노후건축비율 변화율노후건축비율

적응능력

(AI)

노인인구 천명당 쉼터수

적응능력

(AI)

노인인구 천명당 쉼터수 변화율

인구 천명당 병상수 인구천명당 병상수 변화율

녹지면적(비율) 녹지면적(비율) 변화율

인구천명당 공무원수 인구천명당 공무원수 변화율

[표 5-1] 폭염취약성 변화지수의 변수

각 지표의 변화율은 식(24)와 같이 산정한다.

 


        식 (24) 

  = 변수 a 변수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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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시점의 변수값   /  = 2013년 시점의 변수값

도출된 변수들의 변화율은 다시 스케일 재조정법을 통해 표준화하였다

(식(25) 참조).

                   maxmin
 min

    식 (25)

각 지표의 가중치는 도시 간 비교를 위해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엔트로피를 통해 도출한 가중치의 값이 변수 간 차이가 적고 유사한 

수준으로 도출되었으며, 가중치를 적용한 취약성지수와 가중치를 적용한 

취약성지수의 상관관계가 .95이상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즉, 가중치

의 적용과 미적용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취약성 변

화지수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각 하위항목 지표 값의 평균으로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을 도출하였다.

폭염취약성 평가를 위해 하위 항목인 노출변화지표(Exposure Change 

Index, ECI), 민감도변화지표(Sensitivity Change Index, SCI), 적응능력변화

지표(Adaptive Capacity Change Index, ACCI)를 산출하였다. 지수화 방법은 

식(26),(27),(28)과 같이 각 지수별 대리변수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

한 후, 지수에 해당하는 대리변수의 수로 나누어준다. 단, 각 항목들의 변

수들이 폭염취약성을 증가시키는 노출과 민감도는 (+) 부호를 부여하고, 

감소시키는 적응능력은 (-) 부호를 부여한다.

  ① 노출변화지표 산출

     




 

              식(26)  

 

  ② 민감도변화지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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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27)  

  ③ 적응능력변화지표 산출

      






    식(28) 

폭염취약성 변화지수의 도출을 위해 각 항목들의 지수들을 통합해야 한

다. 여기서는 각 변수에 가중치를 설정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도출된 

변화지표 값을 합산하여 지수를 도출한다(식 (29) 참조). 

                                 식(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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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폭염취약성 변화지수 분석

여기서는 변수들의 변화율을 산정하였다. 폭염취약성 변화지수의 변수 

기초통계량은 [표 5-2]와 같다.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지표온도 평균이상 면적비율 
변화율

97 -0.82 5.16 0.50 1.06

노인비율 변화율 97 -0.80 0.70 0.21 0.22

기초수급자 비율 변화율 97 -0.67 2.44 0.27 0.48

외국인비율 변화율 97 -0.70 3.70 0.44 0.68

노후 건축비 변화율 97 -1.00 2.20 0.13 0.27

노인인구 천명당 쉼터 변화율 97 -0.50 0.97 -0.07 0.15

천명당 병상수 변화율 97 -1.00 209.23 3.44 21.48

녹지비율 변화율 97 -0.58 2.73 -.016 0.42

천명당 공무원수 변화율 97 -0.97 1.59 0.16 0.30

[표 5-2]변수 기초통계량 

이상의 대리변수의 값을 토대로 각 지역별 폭염취약성 변화 지수를 도출

하였다([표 5-3]참조). 분석 결과 모든 지역에서 취약성 변화지수가 상승하

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화 정도는 나주시가 가장 컸으며 원주와 김

천, 진주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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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변화 민감도변화 적응능력변화
폭염취약성

변화지수

진주 0.28 0.37 0.36 0.29

나주 0.33 0.72 0.30 0.75

원주 0.38 0.42 0.36 0.44

김천 0.29 0.41 0.30 0.40

[표 5-3] 도시별 폭염취약성 변화 지수

4개 도시의 폭염취약성 변화지수를 살펴보면, 나주의 변화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원주, 김천, 진주의 순으로 취약성 변화가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도시사례의 정규성 검정 결과 취약성 변화지수는 4개 지역 모두에서 정규

분포를 나타냈다. 그러나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않아, 사후 검증 방법으로 

Games-Howell을 적용하였다. 평균의 비교 결과는 [표 5-7]과 같다. 분석 결

과, 나주와 다른 지역 간의 평균 차이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취약성 변화지수 평균비교

n 평균 표준편차 F p
Games-H

owell

진주 (a) 30 .292 .265

8.29 .000***
b >

a, c, d

나주 (b) 20 .747 .350

원주 (c) 25 .439 .409

김천 (d) 22 .402 .349

***p<.001

[표 5-4] 취약성 변화지수의 도시별 비교

[그림 5-1]은 폭염취약성 변화지수를 상자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표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주시의 취약성 변화가 가장 크고 나주 전 지역에

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진주, 원주, 김천 각 도시의 평균 변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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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원주는 지역 내 취약성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5-1] 도시별 폭염취약성 변화지수의 상자 그림

폭염취약성 변화지수와 폭염취약성 지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앞서 폭염

취약성분석을 실시한 진주시와 나주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진주와 나

주의 취약성 지수 순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표 5-5]

를 살펴보면, 진주시의 취약성 지수는 중심선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이

는 2013년과 2019년도의 취약성 순위에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 나

주시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각 점들이 떨어져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두 시

점 간 취약성 순위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를 통해 진주시는 혁신도시의 개발로 기존의 도시 특성 변화의 흐름을 변

화시키기보다는 도시 변화를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면, 

나주시는 내부적으로 순위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역 내 도

시 변화 양상이 기존과는 다르게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나주시는 

혁신도시에 의해 기존의 도시의 특성을 새롭게 변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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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취약성분석 나주시 취약성분석

* 중심선 가까이 분포할수록 취약성 지수 순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버블의 크기와 색은 2019년 취약성 지수를 나타낸 것이며 붉은 색이 짙고 크기가 클수록 취

약성이 높음을 의미함.

[표 5-5] 진주와 나주시의 취약성지수 순위 변화

폭염취약성 변화지수에 영향을 미친 하위항목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표 5-3]과 같다. 먼저 노출부문을 보면,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도

시지역이 확장되면서 지표온도가 주변보다 높은 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

에 모든 도시에서 노출이 증가하였다. 특히 원주지역에서 큰 증가 수준을 

보인다. 이를 [표 5-6]의 대지면적 변화와 함께 살펴보면, 원주의 대지면적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원주시의 노출 증가가 대지면적증가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대지면적의 증가와 노출 증가가 완전

히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신규로 증가한 대지면적의 위치에 따라 지표온

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신규 대지 면적이 도시

외곽으로 확장되는 경우에는 지표온도가 상승하여 노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기존 도심 내에서 신규로 확보된 경우나 기존 도시권역과 연접하

여 이미 주변보다 높은 온도를 형성하고 있었다면 노출 지표 증가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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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면적(c) 712,950 608,540 865,838 1,004,059

2013 (a) 21,874 22,105 23,286 16,653

2019 (b) 25,035 23,607 28,321 19,597

대지면적 증가
 (b-a)

3,160 1,501 5,035 2,944

[표 5-6] 대지면적 증가 비교 (단위: 천㎡)

민감도 부문에서는 나주지역의 민감도 상승폭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

다([표 5-3] 참조). 이는 나주의 모도시 인구 대비 개발 규모가 커서 지역 

내에서 신시가지로 유출된 인구 규모가 크고, 그에 따른 인구구조 및 특성 

변화가 크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앞서 4장의 폭염 취약성 분석에서는 나주 

도심지역의 민감도가 진주시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 변화율로 

살펴보면 나주시의 변화 정도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폭염취약성 

지수의 순위변동에서 살펴본 것 같이, 진주시는 이미 다수의 신규개발을 

통해 도심 내 빈곤 및 노령화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으나, 나주시는 

혁신도시로 인해 이와 같은 경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해당 시

점의 민감도를 보여주는 취약성 지수에서 나주시의 민감도는 진주시에 비

해 낮게 산출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적응능력은 원주와 진주 그리고 김천과 나주가 유사한 수준으로 변화하

였다. 이는 신규개발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에서는 공공인프라 및 편의 기

능이 공급된 데에 비해서 신규개발이 적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새롭게 

공급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다음은 도시 간 차

등적인 폭염취약성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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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도시 간 차등적 취약성 변화 요인 탐색

이 장에서는 신시가지 개발에 의해 도시마다 폭염취약성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이론적 배경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서는 모도시 대비 신시가지의 개발 규모와 모도시 

내에서의 신시가시의 위상이 취약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1. 모도시 대비 신시가지 개발규모

먼저 신시가지 개발규모가 모도시 대비 클수록 취약성 크게 상승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각 신시가지(혁신도시)의 개발계획 특성

을 살펴보면 [표 5-7]과 같다. 각 신시가지의 모도시 대비 개발규모를 살펴

보면, 나주의 신시가지 계획인구는 모도시 인구 대비 49%로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큰 규모이다. 모도시 대비 신시가지의 계획 인구 규모가 큰 순

서로 나열해보면, 나주 > 김천 > 진주 > 원주의 순이 된다. 그러나 2019년 

현재 혁신도시는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 아니며, 아직 계획인구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계획인구 대비가 아닌 실제 신시가지(혁신도시)로 이주

한 인구를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50

혁신도시
시청과의 거리/

도시경계와의 거리*
유형구분

계획인구/

모도시인구 (만명)

모도시 인구대비 

혁신도시인구 비(%)

경남 진주 5km / 인접 중소도시 신시가지 2.5 / 35 11.0

전남 나주 9km / 2km 중소도시 신도시 3.3 / 10 46.9

강원 원주 7km / 인접 중소도시 신도시 3.1 / 34 9.2

경북 김천 8km /1km 중소도시 신도시 2.7 /14.3 19.0

자료: 김은란 외 (2020) p.19의 내용으로 연구자 재구성
* 도시경계와의 거리는 혁신도시와 가장 인접한 행정동과의 거리임(경계간의 거리)/ 인접으로 표기된 부

분은 행정동에 맞닿은 입지를 의미함. 제주의 경우, 행정도상 입지

[표 5-7] 혁신도시 계획인구 규모

실제 유입인구를 중심으로 모도시 대비 신시가지의 규모를 산정해보면, 

[표 5-8]와 같다. 신시가지의 유입인구는 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를 산출

한 것으로, 진주, 김천, 나주는 혁신도시가 별도의 행정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2019년도의 해당 행정동의 인구수이며, 원주는 기존의 행정동 내에 

혁신도시가 건립되었기 때문에 2013년 대비 증가한 인구를 혁신도시 인구

로 산출하였다. 결과 나주는 모도시 대비 개발규모가 35%로 계획인구 수

준보다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순서대로 다시 나열해보면, 나주 > 김

천 > 진주, 원주의 순으로 나타나 원주와 진주가 모도시 대비 개발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취약성 변화지수 순위와 비교하면, 나주

가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고, 진주가 가장 작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원주와 김천은 모도시 대비 개발 규모와 취약성 변

화지수와 순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시가지의 도시 

내 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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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시 인구

(2013년 기준)
 341,201  93,383  327,381  136,853 

신시가지 유입 인구

(‘13-’19년 신시가지 인구)
24,363 32,478 22,847 21,811

모도시 대비 신시가지 개발규모 7.1% 34.8% 7.0% 15.9%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표 5-8] 도모시 대비 혁신도시 인구규모(2019년 기준)

 

이와 같은 결과는 임태경(2019)과 이유철․김찬호(2020)의 연구를 통해 해

석해 볼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인구규모가 작은 도시에서의 신시가지 

개발은 높은 비율의 인구유출로 이어져 기존 도시지역(구시가지)의 쇠퇴를 

가속시키고, 신시가지로 인구 및 기능이 집중되어 지역 내 불균등한 발전

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 내 높은 비율

의 인구 유출이 지역 내 빈곤층과 노령층의 불균등한 집적을 야기하여 결

과적으로 폭염취약성을 더욱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유추하였다. 

그러나 앞서 김천과 원주의 경우처럼, 모도시 대비 신시가지의 개발규모만

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부문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를 위해 신시가지의 모

도시내 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신시가지의 도시 내 인구규모 위상 

다음은 도시 내에서 신시가지 위상이 클수록 도시의 폭염취약성이 높아

진다는 부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위상이란 도시 기능이나 

네트워크 중심지가 아닌 인구 규모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시

의 규모가 작을수록 도심에 행정, 상업, 주거 등의 기능이 모두 집적되는 

경우가 많다. 즉 중소도시의 도심은 행정(시청), 상업 기능의 중심지인 동

시에 주거기능도 발달하여, 인구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소도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시 위상을 인구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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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토대로 가설을 다시 정

리해 보면, 모도시 내부에서 신시가지의 위상 즉, 인구규모가 클수록 폭염

취약성의 더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모도시 내 신시가지의 개발 위상이 높을수록 모

도시의 인구 유출 규모가 크며, 모도시의 도시 기능이 신시가지로 이동하

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신시가지의 위상이 모도시 내 도심 및 다른 

신규개발과 유사한 경우에는 모도시 인구와 기능이 분산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를 폭염취약성과 연관 지어보면, 신시가지가 모도시 내에서 큰 위

상을 갖게 되면, 모도시의 인구가 신시가지로 집중적으로 유출되며, 인구 

유출 규모도 커질 것이다. 이로 인해 모도시 전반의 취약 계층 비율이 높

아져 폭염취약성이 상승할 것으로 유추된다. 반면, 신시가지의 개발 규모

가 모도시 내 도심이나 다른 신규개발과 유사하다면, 지역에 공급된 인프

라 및 편의시설의 경쟁력에 따라 인구가 분산될 것이므로 취약한 계층의 

집적 정도도 완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폭염취약성의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지의 혁신도시 위상을 [표 5-9]

와 같이 나타내었다. 신시가지가 각 지역 내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면 나

주의 신시가지는 지역 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개발되었으며 그 위상이 기

존 도심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진주시는 혁신도시 이외에

도 구도심과 다른 신규개발지역과 유사한 규모로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원주는 구도심과 유사한 위상으로 개발되었으며 혁신도시에 비해 규모

는 작지만 기업도시와 같은 신시가지 개발이 확인된다. 반면, 김천은 구도

심(대신동)과 구도심 인접지역(대곡동)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진주, 원주는 구도심과 다른 신규개발지가 각기 분리된 입지에 있는데 비

해 김천의 대신동과 대곡동은 서로 인접한 행정동으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큰 도심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두 지역을 하나의 중심지로 본다면 김천 혁

신도시의 위상은 기존 도심보다 낮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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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나주

원주 김천

[표 5-9] 모도시 내 신시가지 인구규모의 위상

이러한 모도시 내 신시가지의 위상은 민감도의 변화 정도에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주는 2013년 성북동의 인구규모가 가장 컸으나, 남

평읍이 개발되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2019년도에는 남평읍의 인구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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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시내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성북동과 남평읍

의 위상보다 훨씬 큰 위상으로 개발되면서 인구의 유입효과가 더욱 커졌

을 것이다. 나주 내 신규 주택으로 이동가능한 계층들이 혁신도시로 집중 

이동하면서 유출된 지역의 취약성이 증가했을 것이다. 이는 나주의 민감도 

변화가 0.72로 다른 도시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표 

5-10] 참조). 

원주와 김천의 신시가지 개발 위상은 모도시 내 중심지 위상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두 지역의 민감도 변화도 0.41과 0.42로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이는 지역 내 다른 신규개발지역과 기존 중심지와 경쟁적인 구도를 형성

하여 인구 유출이 혁신도시로만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었기 때문으로 유추

된다. 지역 내 높은 위상을 갖는 지역은 주택 및 인프라, 편의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하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이유로 신규

개발지로의 인구 이동이 나주시에 비해 낮았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와 같

은 맥락에서, 혁신도시와 유사한 위상의 신시가지 개발이 다수 추진된 진

주의 낮은 민감도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노출변화 민감도변화 적응변화
폭염취약성

변화지수

진주 0.28 0.37 0.36 0.29

나주 0.33 0.72 0.30 0.75

원주 0.38 0.42 0.36 0.44

김천 0.29 0.41 0.30 0.40

[표 5-10] 취약성 변화지수 및 하위항목 

  

민감도 변화율을 순서대로 내열해 보면 나주 > 원주 > 김천 > 진주의 순

으로 나타난다. 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평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나주 > 진주, 원주, 김천으로 나타나, 나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민감도 변

화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5-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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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민감도 변화지수 평균비교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진주 (a) 30 0.374 0.129

26.387 .000*** b > a, 

c, d

나주 (b) 20 0.720 0.186

원주 (c) 25 0.423 0.123

김천 (d) 22 0.411 0.145

***p<.001

[표 5-11] 도시별 민감도 변화 비교

 [그림 5-2]은 각 도시별 민감도 변화의 분포를 보여준다. 나주는 신시가

지의 높은 위상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 지역에서 인구가 유출되면서 

민감도 변화가 전체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지역 내 신규

개발지가 많은 진주와 원주는 나주에 비해 민감도 변화율이 낮고 도시 내

부의 민감도 변화 편차가 크지 않다. 이에 비해 김천은 구도심과 혁신도시

이외에 위상이 높은 지역이 없기 때문에, 기존 중심지와 신시가지로 인구

가 유입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인구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에 

도심의 민감도 변화는 낮고 다른 지역에서의 민감도 변화가 커져 [그림 

5-2]와 같이 민감도의 분산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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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도시별 민감도 변화의 상자그림

이와 같은 인구 이동은 인구의 상대 엔트로피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수 있다([표 5-12] 참조). 나주의 인구 상대엔트로피는 2013년에 비해 0.29

로 크게 증가하여 인구의 불평등도 증가 즉, 특정지역 내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신규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진 진주는 

인구가 균등하게 배분되어 상대엔트로피가 감소하였고, 원주와 김천은 불

평등도가 다소  증가하였다. 인구 집중과 분산의 정도에 따라 민감도를 구

성하는 취약계층의 인구 특성 변화도 함께 연동되어 변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즉, 인구 편중이 가장 높은 나주에서 민감도 변화가 가장 컸고, 인구

가 분산된 지역인 진주는 민감도 변화 측면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

타내고 있어 이러한 연관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의 

상대엔트로피 변화 정도가 동일한 원주시와 김천시는 인구이동에 의한 집

적도 변화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하며 이는 각 도시 내부의 

민감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각 도시가 유사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이에 도시의 민감도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원주와 김천이 각

각 0.42와 0.41로 두 도시의 민감도 변화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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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a) 2019(b)
차이

(b-a)

진주 0.36 0.35 -0.01 

나주 0.10 0.39 0.29 

원주 0.28 0.31 0.03

김천 0.38 0.41 0.03

[표 5-12] 인구의 상대 엔트로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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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이 장은 연구가설 2. 인 신시가지 개발규모가 모도시 대비 클수록, 도시 

내에서 신시가지의 위상이 클수록 도시지역의 폭염취약성이 높아진다. 에 

대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폭염취약성이 두 시점에서 얼마나 변화했는

지에 대한 수치 비교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준 취약성 지수는 해당 시점의 

지역 간 상대적 차이를 보여주는 정보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검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취약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2013년과 

2019년도 대리변수의 변화율을 통해 ‘취약성변화지수’를 산정하였고, 

이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노출변화지수, 민감도변화지수, 적

응능력변화지수의 각 항목별 대리변수는 취약성지수의 것과 동일하나 노

출 변수 중에서는 ‘평균온도이상 면적비율’만을 활용하였다. ‘지표온

도’는 각 지역마다 지표온도를 도출한 위성영상의 기상상황이 서로 상이

하기 때문에 두 시점을 온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

다. 또, 도시 간 취약성 변화율의 차이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도시 사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진주와 나주와 더불어 김천과 원주를 추가하

였다. 

폭염취약성 변화지수를 도출한 결과, 취약성 변화지수는 나주 > 원주 > 

김천 > 진주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주 > 원

주, 김천, 진주로 확인되었다. 우선 모도시 대비 신시가지의 개발규모가 클

수록 폭염취약성이 높아진다는 부분을 살펴보았다. 이에 2019년 기준으로 

개발현황을 반영하여, 나주의 모도시 대비 혁신도시의 개발규모를 검토한 

결과, 35%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모도시 대비 큰 규모의 개발은 지역 내 인구를 재분배하는 데 미치는 영향

이 크고, 모도시 전 지역에서 인구 유출시켜 지역 내 취약계층의 비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도시 대비 큰 규모의 신시

가지 개발은 폭염취약성을 높이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또, 신시가지가 모도시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을수록 폭염취약성의 

더 악화되었다. 신시가지가 지역 내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는 나주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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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로 인구가 집중적으로 유입되어 유출지의 취약한 인구 구조를 증가

시켰을 것으로 유추된다. 반면, 모도시 내에 신시가지와 경쟁적인 구도를 

갖는 중심지나 다른 신규개발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인구의 이동이 편중

되지 않고, 분산되어 상대적으로 폭염 취약성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

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즉, 신시가시의 위상보다 높거나 유사한 도심에

서는 상대적으로 인구의 유출의 규모가 작아지거나 위상이 유사한 다른 

신규 개발 지역으로 인구가 분산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인구 이동에 

따른 민감도 변화는 인구의 상대엔트로피 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나주는 인구 상대엔트로피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인구의 지역 내 편중도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즉, 인구이동이 큰 규

모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지역내 인구구조 및 특성의 변화가 수반되었

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폭취약성의 민감도 변화에 영향을 주어 

폭염취약성 증가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다수의 신규개발이 진행되어 왔던 

진주는 인구의 집적도가 오히려 완화되었는데 이는 신규개발지역으로 인

구가 분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사례 도시 중, 민감도 상승 정도가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연구가설 2인 신시가지 개발규모가 모도시 대비 클

수록, 도시 내에서 신시가지의 위상이 클수록 도시지역의 폭염취약성이 높

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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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주요 결론

기후 연구 분야에서는 도시를 취약성 연구의 주요한 공간단위로 다루어

왔으며 도시가 가진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취약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

다 실효성 있는 적응정책의 마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Bryant, 1998; Birkenholtz, 2011; Lankao & Qin, 2011). 우리나라에서는 지

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서 제기된 주장처럼 도시 정책 사업에 앞서 기후취약

성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정책이나 개발 사업

이 기후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

서 이 연구에서는 비수도권지역에서 추진되는 신시가지 개발이 모도시의 

어떤 특성을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도시 특성 변화가 기후취약성

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 자원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을 도출하였다. 

연구 가설 1. 신시가지의 개발은 구도심의 폭염취약성을 증가시켜 도시 내 폭

염취약성 격차를 크게 한다. 

연구 가설 2. 신시가지 개발규모가 모도시 대비 클수록, 도시 내에서 신

시가지의 위상이 클수록 도시의 폭염취약성이 높아진다.

먼저 연구가설 1의 검증을 위하여 진주, 나주를 중심으로 신시가지 개발 

전후(2013년, 2019년)의 도시특성 변화와 폭염취약성을 분석하여 비교하였

다. 폭염은 도시지역에서 특히 위험한 기후 재해에 속하기 때문에 분석에

서는 폭염의 영향으로 한정하였다. 취약성 분석은 IPCC(2001)의 취약성 개

념을 기반으로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부문의 대

리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되, 연구자들의 동의수준과 실제 설명력이 

높은 변수들을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다만, 국내에서 사용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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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재검토하여 변수들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에 노출은 지표온도를 활용하였으며, 행정단위별 지표온도, 평균이상

인 지표온도 면적과 그 비율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민감도 부문은 노인인

구, 독거노인,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 노후건축비율, 상업종사자수를 선

정하였다. 폭염에서의 적응능력은 지방재정능력과 같은 미래의 대응 잠재

력보다는 실질적인 현재의 대응수단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에 천명당 병상

수, 노인인구대비 폭염쉼터수, 녹지면적, 인구천명당 공무원수로 선정하였

다. 

연구가설 1에 대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시가지의 개발은 폭염취약성 도시 내 격차를 더욱 크게 한다는 

가설은 나주와 진주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신시가지 개발의 전

후인 2013년과 2019의 폭염취약성지수의 상대엔트로피를 통해서도 지수가 

2013년에 비해 분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약성이 높게 나타난 지

역은 나주와 진주 모두 구도심과 주변 지역이었다. 구도심의 폭염취약성 

증가는 도심지역의 높은 노출수준과 취약계층의 집적에 따른 민감도 증가

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표 온도가 높게 형성되는 곳은 토지의 피복과 

높은 관련이 있다. 구도심은 저층 고밀의 개발 형태로 온도가 주변보다 높

게 나타난다. 신규 개발지역은 고밀의 개발에 따라 구도심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노출 수준이 보인다. 특히 나주는 도시지역이 저밀 개발되어 있는

데 반해 신시가지인 혁신도시는 구도심에 비해 고밀로 개발됨에 따라 열

섬현상 등이 가중되어 높은 노출 수준을 보인다. 신시가지의 입지에 따라

서도 차이를 노출 변화에 차이가 있는데, 진주시는 기존의 신규개발과 구

도심지역, 신시가지(혁신도시)가 하나의 도시로 확장된 형태를 보인다. 이

로 인해 도시의 열섬현상이 더욱 강화되어 전반적인 노출의 수준이 증가

한 것으로 파악된다(Wang et al., 2016). 반면, 나주는 혁신도시 및 다른 신

규개발지역과 구도심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 전반의 

노출 수준의 증가는 진주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민감도에서는 Wilson(1987)의 도심 빈곤 집중화의 이론과 같이 구도심 

내 빈곤층의 집적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지역 내 남겨진 노인인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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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의 집중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진주와 나주에서 구도심과 구도

심 주변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유입과 고령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에 따라 민감도가 증가하였다. 진주시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다수의 신규개

발에 의해 구도심의 저소득층과 노인인구의 집적이 이미 높았으며, 혁신도

시에 의해 그 정도는 더 심화되었다. 반면, 나주시는 지역 내 신시가지 개

발이 적어 인구이동의 유발하는 외부 요인이 적었으며, 시청이 입지한 구

도심지역에 KTX역사가 입지하면서 구도심 내 작은 규모의 개발이 이루어

져왔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구도심의 저소득층 유입의 강도는 낮았으나 

구도심 주변으로는 빈곤층 증가와 노인인구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진

주에 비해 구도심과 주변부의 저소득층 및 노인인구비율이 뚜렷하게 증가

하지는 않았으나, 3장의 노인 및 저소득층 변화율을 통해 빈곤화와 노령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민감도에 반영되어 취약성 증가

에 기여하였다.

적응능력은 신시가지와 구도심 및 도시지역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도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좁은 지역 내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인

구대비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또 신규 개발지역

은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의 유

입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병원, 공공인프라 등이 아직 충분히 공급되

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신시가지에서의 적응능력 

부문이 낮은 수준을 보인다. 

연구가설 2의 검증을 위해서는 폭염취약성변화지수를 산정하였다. 대상

지역은 비교사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진주, 나주, 원주, 김천으로 

정하였다. 폭염취약성변화지수는 2013년을 기준으로 2019년도의 각 변수

들의 변화율을 통해 취약성지수를 산정한 것으로, 기준점을 2013년으로 둠

으로써 지수의 상호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 결과, 취약성 변화지수는 나주 > 원주 > 김천 > 진주의 순으로 나타

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는 나주 > 원주, 김천, 진주로 나타

나 나주가 다른 지역보다 취약성 증가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혁신도시가 입지한 모도시와 개발규모를 비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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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9년의 신시가지 인구유입 수준과 모도시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나

주가 35%로 도출되었고 이는 다른 도시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이

와 같은 나주시 인구 대비 큰 신시가지의 개발규모는 폭염취약성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시가지의 개발규모가 클수록 모도시 내 

인구이동의 규모가 커지며 이는 구도심을 비롯한 모도시 전반의 빈곤층과 

노인인구의 집적을 강화하여 민감도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또 

모도시 대비 큰 개발 규모의 사업은 기존 지역과 비교하여 좁은 지역에 많

은 인구를 집적시켜 고밀화되고 이는 열섬현상을 야기하여 다른 지역보다 

높은 온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신시가지와 구도심 전반

의 폭염취약성 향상을 유발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도시 내 신시가지의 위상이 클수록 폭염취약성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나주와 같이 도시 내 강력한 위상의 신시가지 개발은 지

역 내 모든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을 가져오며, 지역 내 전반적인 인구구조

를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신시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민감

도를 크게 상승시킬 것으로 유추된다. 반면,  모도시 내에 신시가지와 규

모가 유사하거나 더 큰 위상을 갖는 중심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주거지로 이동하는 중산층의 인구를 여러 지역으로 분산시켜 민감도의 증

가 수준이 완화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취약성 증가 폭을 완화시킬 것으로 

유추된다.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어 취약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완

화되는 것으로 유추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주는 다른 신규개발이 활발하

고, 모도시내 신시가지와 유사한 위상을 갖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취약성 

변화지수가 가장 적게 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등적 변화는 민감도

변화와 인구의 불평등도(엔트로피)의 변화정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64

제2절 연구 의의와 향후과제

이 연구는 신시가지의 개발이 폭염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러한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을 도시특성의 변화와 연관지어 살펴보았다. 이

를 통해서 도시계획이나 개발에 있어서 기후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

음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취약성 분석은 특정 시점에서의 지역 내 상대적 취약성 정도

를 측정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시점 간 비교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

는다. 더불어 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 특성 변화를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취약성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과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도시계획 

및 개발단계에서 취약성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취약성의 하위 항목인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을 구성하는 대리변

수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연구자들의 합의수준과 실증연구를 통해 설명력

이 높은 변수를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이로 인해 다양한 변수들

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공간단위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하

면서 취득 가능한 지역 통계자료도 제한적이었다. 향후 지역 내 관련 통계

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구 대상

의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다. 혁신도시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진주, 나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지역 간 차등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원주와 김천

을 포함하였으나, 향후 더 많은 사례지역과 다양한 사업들을 포함하여 살

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하, 탄소중립법)｣이 제정되면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시행을 의무화하

였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 녹색 성장 기본법 제23조). 이로써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취약성과 위험성 평가와 이에 따른 적응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1, 11. 11). 탄소

중립법의 제정으로 도시계획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기후변화 

취약성을 고려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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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취약성 및 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개발 사업에 

한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개발사업의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해당 사업구역

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지역이 포함된 도시와 인접지역에까지 다양한 인구, 

사회, 경제, 환경적 부문 등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이 연구의 결

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영향평가도 주변지역에 미

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평가대상지역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는 평가대상지역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하는데 판단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 도

시특성변화와 기후취약성 변화를 고려하여 보다 적절한 입지를 선정하거

나 사업으로 인해 취약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적

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

하면 이 연구는‘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평가의 범위를 해당사업에 한정

하지 않고, 주변지역으로 확장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동시에 기후변

화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

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수도권의 신시가지개발이 폭염취약성 미치는 영향에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나, 향후 가뭄, 폭우, 폭설 등과 같은 다양한 기후 영

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도시 내 신시가지 개발 이외

에 기반시설공급이나 산업단지 등과 같은 다양한 개발 사업들에 영향을 

포함한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축적을 통해서 도

시계획과 정책에 따른 기후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

로써 적절한 적응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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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ies are the main emitters of greenhouse gases and, at the same time, 
they are very vulnerable to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Because of this, 
cities have been dealt with as spatially significant in climate change. Studies 
have confirmed that urban land use planning has a more significant impact 
on greenhouse gas emissions than factors such as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growth. Therefore, it has been argued that urban planning should 
consider climate change effects. 
  In Korea, various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Enterprise cities 
and Innovation cities, have been promoted as major policy instruments to 
promot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nonmetropolitan and metropolitan 
areas. The new development occasionally achieves policy objectives such as 
population and economic growth in cities.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new towns has become a significant cause of the dec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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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old city centers. The outflow of population to the new city creates 
climate vulnerabilities in the old city center, such as the accumulation of the 
poor, an aging population, and physical backwardness.
  This study structurally examined how the policy instrument of new town 
development changes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areas, especially old city 
centers, and how these changes affect climate vulnerability. This study 
selected Jinju and Naju as its research sites, reviewed Gimcheon and Wonju 
as comparison cities, and examined climate impact, focusing on heatwaves. 
Heatwave vulnerability can be explained by the subitems of exposure, 
sensitivity, and adaptability. Proxy variables for each subitem were organized 
around variables with high explanatory power, as determined through 
empirical research. This study divided the case area into urban areas and 
old city centers. Urban areas meant all areas consisting of administrative 
dongs (rural areas consist of Eup and Myeon). Old city centers meant 
administrative dongs where the city hall was or is still located.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 in characteristics of urban areas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new urban areas to find the impacts on heatwave 
vulnerability. First, it looked at the change in land use. Daeji land area 
refers to where a building can be built and the actual area where the land 
is covered. In both Jinju and Naju, the Daeji area increased, it can cause 
the heat island phenomenon in the region and further strengthen heatwaves. 
  In addition, the ratio of the low-income population and the elderly 
population was high in the areas around the old city centers. The 
development of new towns is a significant factor causing population 
movement in the parent city. The middle class, which used to live in the 
old city center, has moved to a residential area with better conditions, and 
relatively poor people have remained in the places where the middle class 
has left. Because of the outflow of population, the old center area has a 
cheaper housing market; the resulting continuous influx of the poor has 
further strengthened poverty in the old city center. Moreover, older people 
who are reluctant to move remain fixed in the region, so th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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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in the old city center. In this study, the 
concentration trends in the old city center were confirmed by the growth 
rate and the inertia of low-income and older people, which were higher in 
the old city center than in the surrounding area. The agglomeration of older 
and low-income families in Jinju was particularly remarkable. It is presumed 
that this phenomenon has continued because of several new developments 
that have already formed.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effect of new urban development on 
heatwave vulnerabilit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ew towns’ development increased the vulnerability of the old 
cities to heatwaves, thereby widening the vulnerability gap within the cities. 
In advance, we confirmed that low-income and older people were 
concentrated in the old city centers through the change in urban 
characteristics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new towns. Poverty and the 
aging of the old city centers increased their sensitivity to heatwaves and 
were significant factors in widening the regional disparity. In addition, the 
old city centers were formed through past land readjustment projects. They 
have characteristics such as narrow streets, a concentration of small 
buildings, little greenery, and a lack of open space. This results in the 
heat island phenomenon, as the temperature is much higher than it is in the 
surrounding area. Because of the outflow of population to new cities, the 
overall population density in the cities could decrease. Still, the effect of the 
outpouring of the population on temperature reduction was small because the 
cities' high land cover and building density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Because Jinju is connected to the existing town and various new 
developments were carried out, the city’s overall temperature rose and 
exposure increased. On the other hand, Naju had a low development density 
in urban areas. However, as the innovative city developed with a much 
higher density than the existing town, a relatively high level of exposure 
resulted. Proxy variables related to medical and public services and adaptive 
capacity revealed low levels in the old city centers and the new city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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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ndicates an insufficient supply of medical and public services given 
the high population density of the two regions. A low level of adaptive 
capacity in the new cities resulted because medical and public services had 
not been established yet, despite the continuous influx of population as 
development progressed. The decrease in adaptive capacity in the old city 
centers was related to the decline in private medical facilities because of 
population outflow and regional backwardness. Taken together, the 
development of the new towns affected the sensitivity, exposure, and 
adaptability of the old town centers, which significantly increased their 
vulnerability. In addition, the new cities showed a high level of exposure 
and low adaptive capacity, confirming that their vulnerability to heat waves 
was not lower than that of the old city centers. As a result, the heat 
vulnerability of the old city centers increased significantly because of the 
new city area, resulting in more significant regional variation.
  Second,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greater the size of the new town 
development relative to the parent city and the higher the status of the new 
town within the city, the greater the city's vulnerability to heatwaves. To 
verify this, a new index that could compare the degree of change in 
heatwave vulnerability was needed because the existing heat wave 
vulnerability index only showed the relative vulnerability within the target 
area at a specific point in time. It was necessary to calculate a comparable 
index. This study estimated the index by applying the value of the proxy 
variable for the subitems comprising heatwave vulnerability as the rate of 
change within the study time. This study defined this as the heatwave 
vulnerability change index. As a result of checking the heatwave 
vulnerability change index for each city, we confirmed that vulnerability 
increased significantly more in Naju than in Jinju, Gimcheon, and Wonju. 
This result was related to the fact that Naju had a new town development 
scale of 35% compared to the parent city, which is more than double that 
of the other cities. Because the scale of new development in Naju was 
more significant than the existing downtown area, the level of exposur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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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waves increased rapidly. Moreover, the scale of population movement 
within the parent city increased. This caus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concentration of vulnerable people in the area where the population flowed 
from, thereby increasing its sensitivity. Furthermore, the higher the status of 
the new town within the city, the greater the vulnerability to heatwaves. 
Naju had a higher status for the new town than the old city, so the outflow 
of population was concentrated in the new town. This increased the density 
of poverty and older people in the rest of the parent town. Meanwhile, 
there were various newly developed areas in Jinju, so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 outflow of the population was distributed to several newly 
developed areas. The status of new towns in Gimcheon and Wonju was 
similar to or lower than the existing downtown in the parent city. The 
resulting population outflow and the concentration of vulnerable populations 
in these two towns were relatively low. Such population movement and the 
agglomeration of the vulnerable class affected the change in sensitivity, 
thereby affecting the change in vulnerability to heatwaves.
  Through the above,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development of a new 
town affects vulnerability to heatwaves by chang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ty and, in particular, increases the vulnerability of the old city center and 
surrounding areas. In addition, it confirmed that the greater the development 
scale of the new town compared to the parent city and the greater the 
status of the new town in the city, the greater its vulnerability to heatwaves.
  In September 2021, with the enactment of the ‘Basic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the 
implementation of a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became 
mandato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impact of development 
projects on climate vulnerability and risk. This study shows that the 
project’s scope must be expanded to include the surrounding area because 
the impact of the development project on the surrounding area is significant.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the necessary basis for carrying out the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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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was limited to a small number of cases and to heatwaves as a 
climactic effect. In the future, by examining the climate impact of more 
diverse urban policies and plans,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can be 
considered in advance of urban planning and policies.

keywords : Heatwave Vulnerability, Urban Vulnerability, Newtown 

development, Old Downtown, Heatwave Vulnerability 

Change, The Size of the New Town 

Student Number : 2014-3078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제2절 연구의 방법과 흐름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구성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연구가설
	제1절 기후취약성과 도시취약성
	1. 기후취약성
	2. 도시취약성

	제2절 신시가지 개발과 도시 특성 변화
	1. 인구이동과 도심 빈곤 집중화
	2.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도시 특성 변화 

	제3절 폭염취약성과 도시 특성 
	1. 폭염취약성
	2. 신시가지에 개발에 의한 도시취약성과 폭염취약성 영향

	제4절 연구가설
	1. 이론적 배경 요약
	2. 연구 가설


	제3장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구도심 변화 현황
	제1절 대상 지역 선정
	제2절 신시가지 개발 전후의 구도심 특성 변화
	1. 기본 현황 및 구도심 정의
	2. 신시가지 개발 이후 도시의 주요 특성 변화


	제4장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폭염취약성 변화
	제1절 분석 방법 및 자료 구축
	1. 분석 방법
	2. 지표 선정 
	3. 자료 수집

	제2절 폭염취약성 분석
	1. 폭염취약성 분석 과정
	2. 폭염취약성 분석 결과

	제3절 폭염취약성 변화 요인 고찰
	1. 노출
	2. 민감도
	3. 적응능력
	4. 소결


	제5장 모도시와 신시가지 상호관계에 따른 폭염취약성 변화
	제1절 분석방법 및 지표선정
	제2절 폭염취약성 변화지수 분석
	제3절 도시 간 차등적 취약성 변화 요인 탐색
	1. 모도시 대비 신시가지 개발 규모
	2. 신시가지의 도시 내 인구 규모 위상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주요 결론
	제2절 연구 의의와 향후 과제

	참 고 문 헌
	Abstract


<startpage>16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흐름 4
  1. 연구의 방법     4
  2. 연구의 구성     8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연구가설 10
 제1절 기후취약성과 도시취약성 10
  1. 기후취약성 10
  2. 도시취약성 15
 제2절 신시가지 개발과 도시 특성 변화 23
  1. 인구이동과 도심 빈곤 집중화 23
  2.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도시 특성 변화  25
 제3절 폭염취약성과 도시 특성  30
  1. 폭염취약성 30
  2. 신시가지에 개발에 의한 도시취약성과 폭염취약성 영향 35
 제4절 연구가설 40
  1. 이론적 배경 요약 40
  2. 연구 가설 42
제3장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구도심 변화 현황 46
 제1절 대상 지역 선정 46
 제2절 신시가지 개발 전후의 구도심 특성 변화 52
  1. 기본 현황 및 구도심 정의 52
  2. 신시가지 개발 이후 도시의 주요 특성 변화 59
제4장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폭염취약성 변화 73
 제1절 분석 방법 및 자료 구축 73
  1. 분석 방법 73
  2. 지표 선정  81
  3. 자료 수집 94
 제2절 폭염취약성 분석 107
  1. 폭염취약성 분석 과정 107
  2. 폭염취약성 분석 결과 112
 제3절 폭염취약성 변화 요인 고찰 125
  1. 노출 125
  2. 민감도 127
  3. 적응능력 134
  4. 소결 137
제5장 모도시와 신시가지 상호관계에 따른 폭염취약성 변화 140
 제1절 분석방법 및 지표선정 140
 제2절 폭염취약성 변화지수 분석 144
 제3절 도시 간 차등적 취약성 변화 요인 탐색 149
  1. 모도시 대비 신시가지 개발 규모 149
  2. 신시가지의 도시 내 인구 규모 위상  151
 제4절 소결 158
제6장 결론 160
 제1절 연구의 주요 결론 160
 제2절 연구 의의와 향후 과제 164
참 고 문 헌 166
Abstract 183
</body>

